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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일러두기
○ 이 책은 부산시사편찬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산 시정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다.
○ 부산시 법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정·공포된 조례·규칙·훈령·예규 목록을
수록하였다.
○ 부산시보는 2018년 부산시의 여러 정책 등을 시책 및 보도내용 등으로 요약·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시정 이모저모는 2018년 지역 및 중앙지에 게재된 부산시의 주요 업무 내용 및 부산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등을 시정·정치·경제·문화 등으로 분류·정리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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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령
조례・규칙・훈령・예규

부산시 법령

부산시 조례 목록
(2018. 1. 1 ~ 2018. 12. 31)
호수

제목

공시 년월일

5684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018.1.10

568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0

5686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2018.1.10

5687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0

5688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2018.1.10

568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0

5690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0

5691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2018.1.10

5692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0

569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0

569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0

5695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1.10

5696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0

5697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

2018.1.10

5698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0

5699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

2018.1.10

570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8.1.10

5701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0

5702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0

5703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

2018.2.7

5704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0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06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8.2.7

5707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08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09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10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1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1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018.2.7

5713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8.2.7

571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15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2018.2.7

5716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17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18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19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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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공시 년월일

5720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2018.2.7

572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2.7

5722

2018.2.7

5724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25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2018.3.28

5726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2018.3.28

5727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28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8.3.28

5729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30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31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2018.3.28

5732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3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34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35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8.3.28

573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37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38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39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8.3.28

574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41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2018.3.28

5742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2018.3.28

5743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18.3.28

5744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45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3.28

5746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4.4

5747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4.4

5748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49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

2018.5.16

5750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51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52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53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5.16

5754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5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5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5.16

5757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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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제목

공시 년월일

5758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5.16

5759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60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61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5.16

5762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63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16

5764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2018.5.16

5765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5.23

5766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2018.5.23

5767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8.5.23

5768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23

576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5.23

577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23

577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23

5772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5.23

5773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74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75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7.11

5776

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77

2018.7.11

5779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산광역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5780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81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82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83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84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85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86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87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88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7.11

5789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2018.7.11

5789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8.7.11

5790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91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018.7.11

5792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7.11

579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1.

579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8.1.

5778

2018.7.11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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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

제목

공시 년월일

5795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8.1.

5796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8.1.

5797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8.1.

5798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8.1.

5799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8.1.

5800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8.1.

5801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8.1.

5802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9.19

5803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9.19

580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9.19

5805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2018.9.19

580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2018.9.19

580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9.19

5807

부산광역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2018.9.19

5808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2018.9.19

5809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9.19

5810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9.19

581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9.19

5812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9.19

581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9.19

581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9.19

581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7

5816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7

5817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7

5818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7

5819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7

5820

부산광역시 섬유ㆍ패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7

5821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7

582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14

582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14

5824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14

582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2018.11.14

582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1.14

5827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11.14

5828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4

5829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18.11.14

583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1.14

부산시 법령

부산시 규칙 목록
(2018. 1. 1 ~ 2018. 12. 31)
호수

제목

공시 년월일

3940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1.10

394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1.10

3942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1.10

394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1.10

3944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2.7

3945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2.7

3946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8.2.7

3947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2.7

394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2.21

3949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2.21

3950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2018.4.18

3951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018.5.23

395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6.14

395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6.14

3954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6.14

3955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6.14

3956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7.11

3957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7.11

395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8.1.

3959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8.1.

3960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8.1.

396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8.22.

396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9.5

396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9.5

396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9.19

396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9.19

3966

부산광역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11.14

11

2018년 시정일지

부산시 훈령 목록
(2018. 1. 1 ~ 2018. 12. 31)
호수

12

제목

공시 년월일

1472

부산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재산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

2018.1.10

1473

부산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2.7

147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3.21

1475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3.28.

1476

부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4.18

1477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2018.4.18

1478

부산광역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 전부개정훈령

2018.4.18

1479

부산광역시 120바로콜센터 운용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5.16

1480

부산광역시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5.16

1481

부산광역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2018.5.16

1482

부산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7.11

1483

부산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8.1

1484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8.22

1485

부산광역시 120바로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8.11.7

부산시 법령

부산시 예규 목록
(2018. 1. 1 ~ 2018. 12. 31)
호수

제목

공시 년월일

48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시설 이용을 위한 아이디카드 운용 규정 일부개
정예규

2018.1.10.

48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장 사택 관리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2018.1.10.

482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2018.1.10.

483

부산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
예규

2018.2.7.

484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전문인력 위촉 및 관리 규정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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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일자
1/3

시책
시내 모든 건축물
외장재 조사

보도내용
부산, 가연성 외장재 건물 모두 조사…‘드라이비트’ 대책 마련
시공 중인 건축물도 점검, 필로티구조 설계 변경도 유도

출처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발주 공사・용역 지 100억 넘는 공사 40%→49% 이상 참여 유도
역업체 참여 확대
2017년 3분기까지 지역업체 참여 4,233억 계약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외곽순환도로
기장~노포 개통

작년 12월 28일 기장~노포 11.5km 구간 개통
기장~진영 48.8km 전 구간은 2월 초 개통 예정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김해공항 ‘중형공
항’ 진입

연간 여객 1,600만 명 돌파, ACI 기준 중형공항 진입
2천만 명 달성도 10년은 당겨질 듯, 신공항 개항 앞당겨야ㅈ

다이내믹부산 03면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대도약

부산항 세계 6번째
‘메가포트’ 도약

다이내믹부산 03면
컨테이너 물동량 2천만 TEU 돌파…올해 2천140만 TEU 목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해운 위기 딛고 값진 성과…환적화물 물동량 세계 3위
대도약

핑크라이트 캠페인

임산부 배려석 옆 자리 양보 신호등, ‘배려 문화’ 확산
도시철도 3호선 핑크라이트 전면 시행, 전 노선 확대 검토

해운대구 육아종합
지난해 12월 26일 석대산업단지에서 준공식
지원센터·공립 어린
석대산단 입주 25개 기업 1천500여명 근로자 자녀 입학할듯
이집 준공

다이내믹부산 04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
은 도시로
다이내믹부산 04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
은 도시로

부산도시공사 대규
모 행복주택 건립

부산시청 앞 1,800세대 건립 계획 승인, 전국 최대 규모…신혼 다이내믹부산 05면
부부 900세대, 사회초년생·대학생 540대 우선 공급)
청년 일하며 살기 좋
정관 856세대 10월, 낙민 395세대 19년 7월 준공 예정
은 도시로

부산드림아파트 제
1호 건축심의 통과

오는 2월 착공, 7월 임대공급신고, 19년 6월 준공 예정
108세대 대부분 신혼부부·청년층·다자녀가구에 공급…시세
80%, 임대기간 8년

기업하기 좋은 부산

지난해 부산 전입 기업 105곳…전출 11곳
다이내믹부산 07면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부산시 비롯 16개 구·군 모두 S등급 도약하는 부산경제

다이내믹부산 05면
청년 일하며 살기 좋
은 도시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확대, 부모님 안부안심콜, 입학축하
다이내믹부산 12면
올해 달라지는 부산
금·출산지원금 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 다자녀 가정 수도요
달라지는 부산 생활
생활
금 감면 등 보건·사회복지, 교육·육아 위주 지원정책 실시
F1963 석천홀 개관

옛 고려제강 수영공장 부지 ‘F1963 석천홀’ 개관
공연장·전시장 동시 활용…시에서 20년간 무상 사용

1/10 기장 해수담화시설 2천억원 들인 대규모 국책사업…‘소유·운영권’ 정부에 있어
가동중단

국토부 올해 국비 미반영…유지·관리업체 두산중공업 철수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빅데이터 포털 운영 개방형 빅데이터 포털 1월 8일부터 운영
시작
‘데이터 시각화’ 등 서비스…시정 전반에 빅데이터 이용 확대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시 공동주택 간
아파트 간접흡연 ‘고통・갈등’ 이제 그만!
접흡연 피해방지 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여건 조성 등
례안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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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책

보도내용

온가족 함께 아세안영화 보러오세요
앙코르 FLY 영화제 장편 4편·단편 28편 상영…1월 13일부터 아세안문화원 4층
ACH홀
‘우리동네’

해운대문화회관 창작뮤지컬로 새로운 도전
1월 17~20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부산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올해도 응원합니다”
지역 중소·벤처·소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별자금 저리지원, 부·울·경 중
상공인 지원책 실시 소·벤처기업 투자 전용펀드 ‘케이브릿지2호 동남권 일자리창
출투자 조합’ 결성
청년두드림센터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취업 도우미 맹활약!
회의실・취업상담 서비스 이용 무료…5개월 만에 이용자 1만
명 몰려

출처
다이내믹부산 09면
걸어서 만나는 근대
역사
다이내믹부산 09면
걸어서 만나는 근대
역사
다이내믹부산 10면
기업 힘내세요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2015년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진행
장애인 취업 후견인
2년여 동안 일자리 4천 230개 발굴…올해도 50명 추가 취업
제
예정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매달 500명’ 대중교통비 쏩니다!
부산시 대중교통 빅
선불・후불 교통카드로 부산 대중교통 이용객 대상…월 1회
백 이벤트
추첨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 대학생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지 않게!
재학생 300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1월 19일까지 행복연
합기숙사로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년 대학생 기
숙사비 지원 신청

6·25전쟁 또는 월남전 당시 징용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부산지방보훈청 비
호국장병, 학도병, 근무원, 교원, 정보원, 종군기자, 종군예술단 다이내믹부산 12면
군인 참전유공자 등
원 등으로 참전한 분 대상
생활정보
록
명예수당・진료비 등 지원…부산지방보훈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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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글판 봄편
글귀 공모

시청사 외벽에 게재…시민에게 희망·사랑·훈훈한 정 등을 느끼
다이내믹부산 12면
게 해 줄 내용
생활정보
1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정글의 소금’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 기념
한국과 베트남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 소개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겨울방학 특별프로
그램

도자기 빚고, 마술쇼 보고…놀이동산보다 재밌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풍성

다이내믹부산 13면
겨울방학 신나게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통합을 실천합니다
8년만에 부산시민회관서 공연, 1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시민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9회 부산평화영
화제 출품작 공모

평화와 관련된 인권·환경·통일·반전·평등·나눔·공동체 주제
1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접수…영화제는 5월 18~20일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굿! GOOD! 이로
구나!’

국립부산국악원 새해맞이 굿 시리즈…남해안별신굿·진도씻김
굿 등 공연
1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시보

일자

시책

1/17 Sell&Buy Busan
2018

보도내용

출처

“부산제품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시·부산상의·시민단체 ‘부
다이내믹부산 01면
산제품 사랑’ 범시민운동 펼쳐
종합
“지역제품 애용으로 부산경제 활력”…시민 적극 동참 기대

부산 낙후마을 16곳 ‘행복마을’로
행복마을 만들기 사
다이내믹부산 02면
복지・일감 늘려 마을에 활력…주민역량 강화, 살기 좋은 마을
업
종합
환경 기반 조성
피란수도 부산 유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8곳 조건부 등재…근대유산 최초
잠정목록 등재
2025년 유네스코 최종 등재 목표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만덕~센텀 지하고
속도로 공사

땅속 40~50m 깊이에 길이 9.62km 왕복 4차로, 통행시간 40 다이내믹부산 04면
분→10분대
동・서부산 잇는 대
2018년 12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예정
심도

김해신공항 고속도
로 건설사업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부산·울산고속도로 연결
감전~송정 22.8km 80분→30분, 개통시 동서고가도 철거 예
정

다이내믹부산 04면
동・서부산 잇는 대
심도

북항재개발사업

확 달라진 북항…‘세계적 미항’ 가꾸기 한창
7대 특화지구로 나눠 개발, 원도심·문현금융단지·동삼혁신도
시·센텀시티 등과 연계해 상생 발전

다이내믹부산 05면
북항 재개발 착착

부산오페라하우스

1월 15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실시계획 승인·고시
동남권 최대 규모 전문 공연장…롯데그룹 1천억 원 기부

다이내믹부산 05면
북항 재개발 착착

시의회 제267회 임 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안건 26건 심사
시회
시・교육청 2018년 새해 업무보고 등 청취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범죄 피해자 심적・물적 회복 돕자”
다양한 방면의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

부산시-호치민시
부산시의회-호치민시의회 활발한 교류
우호협력에 관한 협
행정·경제·관광·수산·환경 등 사항 대해 활발한 교류활동 추진
정 체결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마흔 즈음에 김광
석을 노래하다’

김광석과 극적인 만남·약속·이별, 그리고 채환의 새로운 도전
12월 2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회 공연

다이내믹부산 09면
소설가 ‘길남’ 씨의 전
통시장 탐방기

2018 드론쇼코리
아

최신 기술부터 경연·체험행사 등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94개사・338개 부스…1월 25~27일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 드론이 뜬다

드론 전문가 과정
개설

드론 국가 자격증 따려면…
드론 교육지도자·항공촬영 전문가 등 16개 과정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 드론이 뜬다

다자녀가정 대상 상 아이가 셋? 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수도요금 감면
만18세 미만 자녀 또는 손자·손녀 3명 이상 가정 대상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3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75% 경감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7회 전국도시지
방선거 사이버공정
선거지원단 모집

6월 지방선거 사이버공정지원선거단 모집
1월 29일까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시티투어버스 옐로
라인 운행 시작

부산시티투어버스 용궁사~기장시장 신규노선 운행
기존 레드·그린·블루라인에 이어 노선 4개로 확대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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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 모집

SNS 통해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홍보 및 후기 작성
1월 26일까지 이메일 지원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7~2018 베토
벤 심포니 사이클’
네 번째 공연

기계 멈춘 오래된 공장 채우는 베토벤의 ‘영웅’
금난새와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1월 20일 오후 5시
F1963 석천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여민동락(與民同
樂)’

열 돌맞이 기쁨 나누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10주년 기념 신년음악회…1월 25일 오
후 7시 30분 연악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오래된 극장’

지금 그곳에 가면 그리운 배우들이 있다
다이내믹부산 15면
누벨바그 여신 잔 모로 대표작 등…1월 25일까지 추억의 영화
문화
25편 상영

‘복순이할배’

더 강해진 복순이할배가 돌아왔다
해운대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1월 28일까지 해운대문화회
관 고운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22년 7월 통합

부산시-원도심 4개 구, 올해 7월서 4년 후 통합 합의
‘원도심발전위원회’ 구성…지역주민 의견·참여 적극 수렴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친환경에너지마을
조성

태양광 에너지 자립마을 4곳 탄생…총 355가구
마을 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기료 월 6만→7천 원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북항 야영장 할인

2월 말까지 이용료 2만 원→5천 원
샤워실·온천족욕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구비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1/24 중·서·동·영도구

2030부산등록엑스
1월 29일 강서체육공원서 엑스포 부산유치 시민 결의대회
포유치 범시민추진
“2030부산엑스포 시민의 힘 끝까지…”
위원회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낙동강하구기수생
태계복원협의회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2025년까지 낙동강 하구둑 완전 개방 범시민운동
낙동강 하구 관련 자료 아카이브화 및 체계적 정리

부산 목욕탕·찜질방 목욕탕·찜질방 841곳 전수 조사…247곳 법규 위반 적발
소방 실태 일제점검 스프링클러 작동 않고 비상구 막혀 있고…“안전 불감증 심각”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빈틈없게

오전 8시30분~오후 10시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17→18.5
김해공항 슬롯 확대 회
국제노선 신규 취항 공모…40개국 100개 도시로 항공편 확대

다이내믹부산 05면
넓어지는 부산 하늘
길

2030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
의안 채택

“2030등록엑스포 유치 국가사업으로!”
시의회 경제문화위,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국립부산과학관 겨
울 프로그램

만지고 체험하는 재미 ‘가득’…200만 명 찾아
체험형 전시물·전문가와 함께하는 특강 인기

다이내믹부산 07면
국립부산과학관 개관
2년

해설과 함께 떠나는
음악과 함께 1천원으로 떠나는 스페인 여행
스페인여행-하우스
1월 31일 오후 7시 30분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콘서트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 즐기기

세계인 감동시킨 화제의 인형극
1월 30일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 즐기기

‘달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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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2018년 주목할 소
상공인・중소기업
지원제도 (1)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미리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지식문화・기술혁신기업 지원, 중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소상공인 특별자금 2천억 원 지원
등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파이팅

2018년 창업지원
사업 합동설명회

‘부산서 창업’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3곳 창업지원사업 운영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파이팅

지역중소기업 판로 품질 자신 있는데 판로가 고민? 길 있어요!
개척 지원 프로그램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참여기업 모집, ‘2018년 알리바바 온
운영
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2018년도 제14기
부산경남 무역마스
터과정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무역·마케팅 실무 등…수료생 70% 취업 성공
2월 1일 사전설명회, 2월 14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출처

‘문화가 있는 날’ 행 박물관에서 음악회 즐기고 역사 공부하고…
사
박물관·문화회관 등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새해 건강실천 벌써 포기한 건 아니죠?
‘끊고, 줄이고, 운동
건강실천계획 실천 못한 날마다 100원씩 저금…기간 끝난 후
하자!’
저금통 회수해 기부·후원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우수자원봉사자 주
우수자원봉사자 공영주차장 50% 감면
차요금 감면 우대시
총 누적시간 300시간 이상, 2017년 시간 60시간 이상 봉사자
책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시 금련산청소
년수련원 관측행사

금련산에서 ‘달을 품은 지구’ 함께 봐요…1월 31일 저녁 7시
~11시
2월부터 11월까지 ‘2018년 공개관측 행사’ 운영…매월 첫재
주 토요일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 방송통신중고
교 신입생 모집

화명중 부설 방송통신중 2월 2일까지
동래고 부설 방송통신고 2월 5~9일, 경남여고 부설 방송통신
고 2월 8~10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8년도 부산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올해 부산 최고의 기술 명장은?…50개 직종 모집
2월 2일까지 참가 신청, 4월 4~9일 개최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박물관 신수유 그림과 글씨로 만나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물소개전’
변박 ‘매화도’ 등 소장 유물 10점…5월 7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로메르의 계절과
도덕 이야기’

누벨바그 거장이 남긴 아름다운 선물
에릭 로메르 기획전…1월 26일~2월 10일 영화의전당 시네마
테크

부산시립국악관현
악단 신년음악회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영산회상&국악관현악의 만남’ 다이내믹부산 15면
1월 31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화

부산문화회관 후원
회 정식 발족

1월 17일 해운대 웨스턴조선비치호텔서 창립총회
지속가능한 후원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

1/31 부산형 기초보장제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소득기준 완화해 지원대상 확대
도 지원대상 확대

지난해 1천576 가구 지원, 올해 2천 가구 지원 목표

일자리 안정자금 지 음식・숙박・청소・경비업 최저임금 실태 살핀다
원단
부산시 국장급 책임관 지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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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재 채용, 당연히 부산 청년이 우선”…지역인재 채용률
부산 이전 공공기관
31.3%로 독보적 1위, 전국 평균 14.2%
일자리 창출
6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력회의’ 구성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강화

긴급 대책회의…재난대응매뉴얼 작동 확인 나서
병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안전점검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빈틈없게

도시철도종합안전
대책 발표

부산도시철도 안전 강화 위해 2027년까지 9,446억원 투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차량・신호・전기 분야에 3,216억원
투자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빈틈없게

동래교차로~안락
교차로 중앙버스전
용 차로 개통

동래~해운대 버스로 출퇴근 28분? 진짜?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중앙버스전용차로 8.7km 완성

다이내믹부산 05면
대중교통 중심 도시

김준호 부산 명예홍
개그맨 김준호, 부산 대중교통 알린다
보대사 위촉

다이내믹부산 05면
대중교통 중심 도시

시의회 제267회 임
1월 16일부터 11일간 진행, 조례안 등 27건 안건 심사·의결
시회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부산시 공동주 설치
“얽히고설킨 통신선, 깔끔하게 정비하자”
및 관리에 관한 조
공중선 관리를 행정당국에서 직접 관리
례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부산시 의용소방대
㈜남흥건설 문태경 대표이사 제2대 합창단장 취임
합창단 신임단장 취
“소방대원·시민에게 노래로 꿈·희망 전할 것”
임

다이내믹부산 07면
부산·부산사람들

‘메이드 인 부산’ 선 부산 우수식품 공동브랜드, 어묵·명란 등 14개 제품 출시
물세트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판매 시작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기업 파이팅!

SM상선 본사 부산
이전

한진해운 선박·항만시설·인력 인수…KLCSM 중앙동 사옥 활
다이내믹부산 10면
용
부산기업 파이팅!
6월까지 서울 사무실·임직원 부산행, 미국·캐나다 신항로 개설

재창업성공캠프

창업 재도전, 1년간 최대 5천만 원 지원해 드려요
작년 지원받은 45개사 매출 13억 원, 지식재산권 39건 출원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2018년 주목할 소
상공인・중소기업
지원제도 (2)

질병・화재…회복비용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상가 자산화사업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국립부산과학원 양
더 빨리 자라고 건강한 ‘광어’ 나온다
식용 ‘킹넙치’ 개발·
성장 30% 이상 빠르고 질병에도 강해…수정란 계속 보급
보급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임대주택 예비입주
자 모집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총 300세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하세요
1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2월 14일까지 모집

2018년 중소기업
부산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합니다
홈쇼핑 방송판매 지
3월 2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신청
원산업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년 문화누리
카드 신청

문화누리카드 올해부터 연 7만 원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대상…2월 1일부터 신청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대마도 운항
새 여객선 취항

2월 2일부터 436t급 여객선 오로라호 취항…승객 319명 수용 다이내믹부산 13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대마도 히타카츠항
생활정보

부산시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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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보도내용

출처

‘부산리턴즈’

부산을 말할 때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열쇳말’
부산문화회관·고려제강 주관, 2월 25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부산비엔날
레

전시감독 크리스티나 리쿠페로·외르그 하이저 선정
2인 체제 첫 시도 “관심”

‘알.재.신.영’

‘알고보면 더 재미있는 신나는 영화이야기’
다이내믹부산 15면
입담 좋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신나는 영화 수다, 2월 4일부터
문화
매달 1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37회 정기연주
회

‘천재의 고뇌와 모방’…피아니스트 박종화 협연
2월 8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국립부산국악원 개
원 10주년

국악원 도약·성장 이끌 개원 10주년 기념 주요사업 발표
우수 콘텐츠로 전국 최고 국악원으로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6 시네마테크
연보’ 발간

기록의 가치 담아낸 시네마테크 일 년의 여정
2016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제작 예정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광역시·부산교
부산광역시 공무원 805명 충원
통공사 2018년 신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140명 공개 채용
규 충원계획 공고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에코델타시티 스마
강서 에코델타시티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트시티 국가 시범도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최첨단 신기술 구현
시 선정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심의기준
개정

“결혼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갑니다”…분양가 5% 할인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민간아파트 25% 특별공급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부산시 설 연휴 종
합대책 실시

“설 연휴 정 넘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종합상황실 가동…불편 해결에 신속 대처

다이내믹부산 04면
설, 편안하고 풍성하게

농축산물 원산지표
시 일제 단속

“제수용 농축산물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16개 구·군 2월 1~14일 단속활동, 부산시·구군 합동단속반 2
월 7~9일 집중단속

다이내믹부산 04면
설, 편안하고 풍성하게

설 대목 물가안정대 “올핸 수산물·쇠고기 조금 비싸요”
다이내믹부산 04면
책
물가대책종합상황실 가동, 물가안정대책반 편성·지도단속활동 설, 편안하고 풍성하게
부산외곽순환고속
도로 완전 개통

다이내믹부산 05면
설 고향길 빨라져요…기장~진영 40분 단축
부산외곽순환고속도
기장~철마~금정~노포~김해~대감~광재~한림~진영 48.8km
로 개통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

“한・일 어업협상 지연…어민피해 정부 나서라!”
다이내믹부산 06면
폐업·경영안정·운영자금 지원, 감척 사업 추진, 휴어기 운영 확
열린의정
대등

청년복지정책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청년증 발급해 청년에게 할인혜택을”
복지정책 전문가·대학생 등 40여 명 참석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앤서니 브라운’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 작품 주제
3월 4일까지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 즐기기

‘나루세+오즈’

나루세 미키오·오즈 야스지로, 스크린에서 펼치는 영상미학
2월 11~25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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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융권 “중소기업 응원합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업당 최대 10억 원 지원, BNK부산은행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 금융권 설맞이
기업당 최대 30억 원 저리대출, BNK 금융그룹 전통시장 온누 설, 편안하고 풍성하
지역 중소기업 지원
리 상품권 6억4천500만 원 기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게
수출보험료 지원
부산세관 ‘24시간
특별 통관 지원팀’
운영

부산세관 “연휴에도 통관됩니다”
설 연휴 기관 수출화물 선적 못해 과태료 부과되는 피해 방지

다이내믹부산 10면
설, 편안하고 풍성하
게

‘2018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참가 기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 기업을 방문…FTA 대비교육
FTA 활용 경험 없는 중소 수출기업·영세기업 최우선 지원

다이내믹부산 10면
설, 편안하고 풍성하
게

청년디딤돌카드

“구직 활동비 240만 원 놓치지 마세요”
2월 12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사하여성인력개발
센터 개관

“아이 맡기고 취업 준비하세요”
여성 맞춤형 취·창업 종합지원서비스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설맞이 전통시장 인 전통시장서 장보기, 주차 더 편리하게!
근 주차 허용
2월 8~20일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다이내믹부산 12면
설, 편안하고 풍성하
게

설맞이 유료도로 통 설연휴 부산 유료도로・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행료 면제
2월 15일 0시~2월 17일 자정, 진출입 차량 모두 혜택

다이내믹부산 12면
설, 편안하고 풍성하
게

‘동부산 공영시민텃
텃밭에서 친환경농산물 키워볼까?
밭’ 2018년 분양희
기장군 철마면 옹천리 일원에서 12월 말까지 경작
망자 모집

다이내믹부산 12면
설, 편안하고 풍성하
게

2018년 설 연휴 체 김이 모락모락, 떡메치기 체험 어때요?
험 프로그램
박물관·과학관·국악원…설 연휴 체험 프로그램 풍성

다이내믹부산 13면
설, 편안하고 풍성하
게

부산문화회관 라이
프 사진전

근・현대사 격랑 담은 치열한 기록정신을 만나다
이해인 수녀・최수열 지휘자 등 24인 명사 가이드 녹음 참
여… 4월 8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시립교향악단
신규 채용

총 7명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선발
2월 13일까지 원서 접수…최종합격자 3월 21일 임용 예정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지브리가 감춰둔 비밀 ‘별을 산 날’ 황홀한 음악으로 만나다
‘별을 산 날-위드 어
지브리OST오리지널그룹 내한공연…2월 10일 오후 3시·7시
쿠스틱 카페’
30분, 2월 11일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8 부산국제영
화제 이용관 이사
이용관 이사장…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장·전양준 집행위원 전양준 집행위원장…전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위촉
장 위촉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국제단편영화
제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21 부산 교통 체계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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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 함께(Now Together)’ 슬로건 확정
129개국 5천921편 출품…3월 22일 본선 경쟁작 발표

“교통약자 배려 확대·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안전한 도시철도” 다이내믹부산 01면
중앙로·번영로 등 도심 간선·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낮춰
종합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부산타워 미디어 파 부산타워 80m 기둥, 화려한 영상쇼
사드 구축
지역 예술인 콘텐츠 제작…3월부터 상설 운영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수영강변대로~삼
수영강 세월교 대신할 새 다리(가칭 ‘반여교’) 놓는다
어로 연결도로 건설
잦은 침수로 주민 불편…완공시 지역 균형발전 기여 기대
기공식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2026
년 개항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국토부, “가덕도 이전·입지 백지화 등 재검토 결코 없다”
기본계획 등 밑그림 일부 공개·통합교통센터 설치 등 구상

중앙버스차로 신호, 교통흐름 맞춰 ‘똑똑하게’
스마트 교차로 교통
원동 IC 등 교차로 8곳 도입, AI ‘딥 러닝’ 기술 활용 도로 혼잡
관리시스템 도입
실시간 평가

다이내믹부산 04면
대중교통 중심 도시

동래~해운대 중앙
버스전용차로 완성

동래~해운대 버스 출퇴근 어때요?
중앙버스차로 완성으로 시간 단축…일반차량은 종전 속도 유
지

다이내믹부산 04면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국가 암 검진 비용
지원

부산시 국가 암 검진 수검률 전국 평균보다 낮은 36.5%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다이내믹부산 05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주민 소통할 ‘라디오・잡지・신문’ 만들자”
마을공동체미디어 행정·재정적 지원, 미디어 운영 위한 교육·
인적 네트워크 구축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난독증으로 공부 어려운 학생 지원을”
난독증 진단검사 후 증상 추정시 상담 실시·치료 관련 정보 제
공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올림픽교차로 BRT
벡스코 일대 버스정류장 변경·일부 노선 조정
버스환승센터 개통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해외시장 진출, 길을 열어 드립니다
부산 기업 해외시장 부산테크노파크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 부산경제진흥 다이내믹부산 10면
진출 적극 지원
원 ‘2018년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사업’, 부산시 ‘2018년 미래 수출기업 파이팅
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등
부산창조경제혁신 원석 발굴해 보석으로 갈고 닦아요
센터 창업기업 발굴 스타트업 선정→펀드 통한 자금투자→롯데 유통망 통한 판로
・육성・지원
개척

다이내믹부산 11면
창업기업 파이팅

창업 관련교육 무료…창업 후 컨설팅·자금지원까지
창업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마케팅, 상권입지선정, 점포계
약 및 세무 등 과목

다이내믹부산 11면
창업기업 파이팅

소상공인 유망업종
희망아카데미

부산 정월대보름 행 우리 집서 가장 가까운 달맞이 명소는?
사
해운대·광안리·송도·백운포…부산 곳곳 정월대보름 행사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35회 부산국제단 관객 리뷰단 모집…상영작 먼저 보고 감상 작성
편영화제
3월 4일까지 신청, 우수활동자는 지원 통해 관객심사단 선정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희망찬 미래로’ 특
별우대통장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희망찬 미래로’ 가입하면 이자 3% 더!
기준 중의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주민센터로 문의

제99주년 3·1절 기 일신여학교·동래고등학교·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행사
념행사
백산기념관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 2월 27일~4월 29일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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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원북원부산
운동 도서 선정 투
표

부산시민 올해 함께 읽을 책 골라주세요
3월 13일까지 시민도서관 홈페이지서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인간의 오랜 벗, 개’

옛 그림으로 만나는 개(戌)의 다양한 모습
7월 1일까지 부산박물관 동래관 2층 서로비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문화재단 지원
사업 공모

기획특화육성영역, 지역문화심화영역, 우리가락우리마당, 메
세나활성화지원사업, 청년문화사업 공모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시립합창단 제
170회 정기연주회

‘민인기 지휘자와 함께 하는 새봄음악회-꽃 그리고 사랑’
3월 2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유럽 거장들이 들려주는 겨울, 브람스
2월 25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시립예술단 비
상임단원 공개모집

교향악단 10명, 국악관현악단 5명, 무용단 4명, 합창단 5명,
극단 10명 공개모집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Friendly
Concert’

부산·과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합동공연…2012년 이어 2번째 다이내믹부산 15면
2월 24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화
2월 26일 개관, 유명인 신발·최첨단제품·신기술 전시
신발기업 글로벌 마케팅·수출 지원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글로벌 스포츠도시
부산

실내빙상장・축구전용구장・아마야구장・장애인체육회관·
부산선수촌 건립
부산시민 꿈꾸던 체육시설 잇따라 생긴다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관광도시 부산

부산,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모시기 ‘온 힘’
체류형 상품·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광콘텐츠 확대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다중이용시설 불시
점검

밀양 참사, 그 이후…그곳은 안전합니까?
다중이용시설 765곳 불시점검…39곳 적발

다이내믹부산 04면
부산시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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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범일・구포
감천・범일・구포동, 정부 도시재생 뉴딜 이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
2022년까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
사업지 선정

다이내믹부산 05면
활력 넘치는 도시재
생

부산 도시재생 종합
되살아나는 낙후마을 어디? 한 눈에 쏙~
정보관리시스템 구
도시재생사업 한눈에 파악…행사・교육・일자리도 소개
축

다이내믹부산 05면
활력 넘치는 도시재
생

도시재생분야 교육
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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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일자리’ 10명…3월 20일부터 6월 20일
다이내믹부산 05면
까지 주 2회
활력 넘치는 도시재
‘패브릭 아트 전문가 양성과정’ 15명…3월 23일부터 5월 30일
생
까지 주 2회

부산시의회 학교 폭
“학교 폭력, 근본원인 찾고 예방책 세운다”
력 조사위 결과보고
사후조치보다 해결 방안・예방 시스템 만들 것 제시
서 발표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건축물 철거공사 안 “위험천만 철거현장 감시・감독 강화를”
전관리에 관한 조례 철거공사 사고 예방 위한 책무,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등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봄맞이 힐링 프로그 손주 본다고 힘드셨죠? 힐링여행 어때요?
램
‘부산온천 힐링여행 시즌2’·‘아난티코브 워터하우스 콤보티켓’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부산시보

일자

시책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보도내용
청소년 정책,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시・구・군 14개 청소년위원회 운영…초등학생부터 고등학
생까지 참여 가능(일부 위원회는 24세까지)

글로벌기업 부산 투 글로벌기업, 부산에 ‘통 큰 투자’…‘밥콕’·‘GSC TECH’ 유치
자 유치
최근 4년 국내외 100개 기업 잇따라 부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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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부산벤처타워 개관

동남권 실리콘밸리 ‘부산벤처타운’ 활짝
모라도시첨단산단 내 지하2층・지상17층 150개 벤처 입주
예정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

직원 많이 뽑았더니 기업 혜택이 빵빵
세금감면·보증료 인하 등…3월 7일까지 접수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대학일자리센터 소
형사업 운영지원

취업준비, 대학일자리센터 두드리세요!
동명대 등 9곳 센터 운영, 취·창업 원스톱 서비스 지원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둘째 이상 자녀 지
원

둘째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시 1인당 20만원 입학축하금
둘째 이후 자녀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차액보육료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2회 키즈 웰컴 콘 뛰어도 괜찮아! 아이와 함께하는 클래식
서트
3월 23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더 행복한 가 오랫동안 금실 좋게…‘리마인드 웨딩’
족
60~70대 부부 대상…3월 26일까지 여성문화회관으로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노후간판 교체사업
실시

오래된 간판, 교체 도와드립니다
4월 27일까지 구・군 광고물 관련 부서로 신청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This Land is
Your Land’

이민자 고달픈 삶 위로하는 밝고 따뜻한 ‘빛’의 사다리
이반 나바로 야외프로젝트, 4월 19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로스트 메모리즈
2018’

국내 미개봉 수작 영화 12편 상영
3월 15일까지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봄이 오는 소리’

청아한 클라리넷 소리…음악, 봄을 부르다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 협연, 3월 9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
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비극으로 끝난 춘향과 몽룡 진짜 이야기
‘춘향실록(春香實
국립부산국악원 10주년 기념…3월 8~9일 오후 7시 30분 연
錄)-춘향은 죽었다’
악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광화문 연가’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80~90년대를 살았던 이들의 사랑·이
별
3월 16~18일 부산시민회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우리춤 산책’

오고무·살풀이춤·지전춤 등 다양한 레퍼토리 공연
3월 8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열린어린이집

안심하고 아이 보내는 ‘열린어린이집’ 확대
시설 개방하고 부모 일상적 참여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우경하 국제관계대
사 부임

전 아라비아대사관 참사관·주호주 대사 역임
해외 주요도시와 신규 교류사업 확대 등 기대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상의 복합리조
부산시민 10명 중 7명 복합리조트 ‘찬성’
트 부산시민 인식조
일자리・지역경제 활력・관광산업 활성화 등 기대
사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27

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미세먼지 저감 고강 대기오염측정소 24곳 확대,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도 대책 실시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상세조사·저감대책 추진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에게 맑은 공기
를

도로 미세먼지 제거 도로 미세먼지 먹는 특수차량 맹활약
특수차량 운행
부산환경공단 도입…1년 만에 67% 감소 효과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에게 맑은 공기
를

미세먼지 측정・분석・예측 ‘한 번에’
대기질 진단・평가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전국 첫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고도
시스템 구축
화’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에게 맑은 공기
를

‘빛나는 너의 꿈, 꿈 부산 중구, 3월부터 저소득가정 중·고교 학생 지원
지원 프로젝트’
성격유형검사, 전문가 상담 등 거쳐 100만 원까지 비용 지원

다이내믹부산 05면
청년에게 내일의 희
망을

부산청년 우리집 사 취준생・대학생 10만 원대 ‘셰어하우스’ 등장
업
‘부산청년 우리집’ 1~3호 입주

다이내믹부산 05면
청년에게 내일의 희
망을

시의회 제268회 임 3월 7~16일 개최, 34건 안건 심사 계획
시회
올해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지역상권 상생협력
부산시, 임대료 안 올린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 등 혜택
촉진과 지원에 관한
부산은행,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8억 원 저리 대출
조례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3월 체험학습 행사

봄·봄·봄…가족 나들이 어디로 떠나볼까?
부산 숲체험장 ‘활짝’, 부산 건축 여행 ‘뚜벅뚜벅 건축투어’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시민참여 장터 개장

‘2018 시민참여 나눔장터’…3~11월 매월 셋째주 금요일
중구 ‘40계단 플리마켓’…3~11월 매주 화·목요일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청년내일채움공제’(근로자 5백+정부 9백+기업 4백만 원) 강
화
부산청년희망적금 600만 원 추가…총 2,400만 원

다이내믹부산 10면
힘내라! 부산청년

드림옷장

“면접용 정장, 사지 말고 무료로 빌리세요”
3월부터 운영, 파크랜드 등 3곳 연 5회까지

다이내믹부산 10면
힘내라! 부산청년

‘2018년도 해외지사화 사업’…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중소기업·소상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2018년 해외규격 인
부산경제
공인 지원 서비스
증획득 지원사업’
부산시·조달청 ‘벤
처나라’ 협약 체결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시청사 도시철도 연
평일 오전 5시~다음날 0시 15분까지 연장
결통로 개방시간 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첫차·막차 시간에 맞추어 조정
장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년 희망키움
‘희망키움통장I’…의료급여 수급가구
통장 (I), (II) 신규가
‘희망키움통장II…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입자 모집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다가치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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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등록했더니 주문전화가 자꾸 와요
조달청, 부산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 문 열어

부산시민 2030명 합동공연…국악·춤 함께 즐기는 놀이 한마당 다이내믹부산 12면
3월 14일까지 선착순 모집…4월 7일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생활정보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부산 도시재생 아
이디어’ 공모

부산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제안, 스마트 도시재생 아이디어 등 공모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 3월 라이프스
타일 전시회

‘2017 부산 건축 인테러이 전시회’ 3월 9~12일 벡스코 제1전
시장, ‘부산 커피앤디저트쇼’ 3월 15~18일 벡스코 제1전시장,
부산욜로라이프페어 3월 16~18일 벡스코 제1전시장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그의 슈베르트’

클래식 아이돌이라 불리는 남자, 부산의 봄을 간질이다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3월 13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
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거장, 거장을 만나
다’

이틀 동안의 음악 순례, 베토벤을 ‘탐’하다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전곡연주회…3월 14~15일 부산문화회
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시립극단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

3월 ‘맥베스’, 7월 ‘상사화’, 12월 ‘왕의 남자-이(爾)’ 공연
‘2018 맥베스’ 3월 19~24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제35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본선 진출작 62편 확정
국제경쟁 29개국 42편·한국경쟁 20편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8 아카데미 특
별전

아카데미상 수상 및 후보작 상영
올해 국내 미개봉작 등 총 13편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3/14 제6회 부산 동물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반려동물 관련 각종 부대행사
랑 문화축제

3월 17~18일 해운대 영화의전당 일원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고령친화용품 홍보
체험관 ‘해피시니
어’ 새 단장

어르신 용품, 이렇게 편리한 것도 있네!
‘고령자 유사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올해 3호점 개관 예정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2018 화랑훈련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3월 19~23일 부산·울산 전 지역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조인식

부산 아시아드 CC,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개명
내년부터 3년간 10월 정규 투어 실시

다이내믹부산 04면
부산, LPGA 대회 개
최

노면표시 재도색

시 전역 희미한 도로 선, 다시 칠해 선명하게
차선・중앙선・횡단보도 4월까지 825km 구간 전면 재도색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교통 편리하게

‘120바로콜센터’
10주년

2018년 12월 서비스 시작, 최근 누적 상담통화 300만 돌파
민원 1위 ‘교통’…42.3%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교통 편리하게

재난대응력 강화를
“재난대응, 사전점검・안전교육 선제적으로”
위한 전문가 정책간
시내 다중이용 시설 불시단속 강화
담회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

부산시의회, 치매・노환 어르신 돌봄 제도화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부산진로교육지원
센터

중학생 우리아이, 진로교육 어떻게 하지?
입시 설명・직업 특강・상담 서비스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부산 사회적경제 지 부산 공공기관 8곳-사회적 기업 “함께 가요”
원기금 전달식
5년간 50억 원 공동기금 마련, 맞춤형 재정 지원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마이스도시 부산
2018년 대형 국제
행사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모터쇼·마술올림픽…부산 마이스 대박 예약
국제원자력산업전·국제요트쇼 등 전시 다채…아프리카개발은
행 연차총회 등 국제회의 줄이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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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3/21

30

시책

보도내용

출처

시민 나무심기 행사

비 와도 시민 나무심기 행사 열립니다
3월 24일 화명생태공원 일원…나무 4천 주 배부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전통성년례’ 재현
행사 참가자 모집

1999년생, 전통 성년례 참가하세요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으로 3월 23일까지 선착순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수요로비콘서트

4월부터 다시 시작…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1시
공연 희망 단체・동호회는 부산시 총무담당관실로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토요박물관교실

초등학생들에게 부산 역사·문화 체험교육
3월~12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19회 부산녹색환
지역 환경보전에 공이 큰 시민·단체·학교·기업체 대상
경상 후보자 공모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달맞이언덕·청사포 문화마을 함께 걸어요!
해운대 워킹투어 프
3월~11월 매주 주말 달맞이·청사포 문화마을 일대 걷기, 4월
로그램
7일 ‘벚꽃길 걷기’ 특별행사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산지한방약초 체험
텃밭 분양 희망자
모집

장안읍 장안리 일원…개장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작
3월 23일까지 선착순 모집, 분양대금 1구좌당 10만 원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시립미술관 개
관 20주년기념 대
규모 특별전

부산시립미술관 20년, 부산미술 정체성 조망한다
‘모던, 혼성: 1928~1938’, ‘피란수도 부산-절망 속에 핀 꽃’,
‘부산의 작고 작가, 김종식’…3월 16일~7월 29일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지젤’

강수진의 감성으로 채색한 낭만발레 대명사 ‘지젤’
3월 30~31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7/18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운
명’

베토벤, 마침내 ‘운명’에 도달하다
3월 24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8 을숙도 명품
콘서트

‘구스타프 말러와의 만남’…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기획
3월 19일 오후 7시 심포지엄, 5월 18일 오후 8시 첫 공연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해양수도 부산, 법으로 보장하라!”
해양자치권 촉구 시
‘부산해양특별시’ 명문화・항만개발 권한 지방이양 등 강력촉
민 결의대회
구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반송근린공원 조성
공사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반송1동 경찰특공대 부지 일부 활용
숲속 놀이터·피크닉마당·풋살장 등 갖춘 공원 조성

부산도시철도 3호
3월 16일부터 5월 초까지 2개 열차 운영
선 관광테마열차 운
1칸 전체를 봄꽃 이미지 장식
행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시민안전 5대 분야
자살・감염병・교통사고・산업재해・화재
예방대책 보고회 및
시민안전 위협 ‘5대 분야’ 집중 관리
토론회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걸어서 10분 도서
관’

‘걸어서 10분’ 공공도서관 4곳 문 연다
올해 5~9월 잇따라 개관, 부산 공공도서관 확충 착착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생활 더 편리하
게

부산의료원 1층 대
대적 리모델링

18년 동안 유지해 온 1층 로비 리모델링 통해 새단장
통합 심혈관센터 1층에 확충, 첨단 장비 5종 보강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생활 더 편리하
게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셉테드 사업 추진

범죄 예방 벽화・안심벨, 훼손된 곳 없나요?
‘셉테드 마을’ 긴급 점검, 시설 보수 및 폐・공가 관리

다이내믹부산 05면
시민생활 더 꼼꼼하
게

부산 에너지홈닥터
사업

‘에너지홈닥터’ 4월부터 북・사하・금정・사상구 가정 방문
세대당 연간 16만 원 전기요금 절약, 전기 사용량 8% 절감

다이내믹부산 05면
시민생활 더 꼼꼼하
게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질소산화물 줄여 대기환경 개선·연료비 줄여 경제적 부담↓
중소기업 등 교체 지원,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

다이내믹부산 05면
시민생활 더 꼼꼼하
게

시의회 제268회 임 3월 7~16일 개회. 36건 안건 의결
시회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비롯 예산안 2건 포함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우선 자리 만든다
개정조례안 원안가 전용주차구획은 녹색 바탕·흰색 실선·문자 표시
결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여성새로일하기센
터

다시 일하고 싶다면? 여성새일센터로~
경력단절여성・취업준비생 대상…직업훈련・맞춤상담 지원
풍성

다이내믹부산 07면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찾아가는 현장맞춤
“육아휴직, 걱정마세요”
형 대체인력 일자리
무료 구인·기초직무훈련·현장직무연수 등 지원
창출사업

다이내믹부산 07면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2018 해외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 입주 수출지원(KAPP) 사
부산 기업 해외시장
업
진출 지원 서비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부산기업 전용 물류센터 마련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부산상공회의소 23
임시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대…태웅 회장
대 회장 허용도 대
“부산기업 해외시장 진출 적극 돕겠다”
표 취임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2018 부산 청년 일
일자리 찾는 청년, 잠시 쉬어가세요
자리&창업 문화축
3월 31일 오후 3~9시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무대
제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재창업지원 프로그
램 운영

창업 재도전, 고민하지 마세요
다이내믹부산 11면
‘재도전성공패키지’·‘재창업성공캠프’·‘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부산경제
설명회’ 등

제2회 부산 도시재
생 박람회

우리 마을 더 살기 좋게!…부산 도시재생사업의 변화 모습을
시민과 공유·소통
3월 30~31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근대역사관 ‘함께 떠나는 근대 문화 기행’, 임시수도기념관
부산 역사투어 프로
다이내믹부산 12면
‘엄마와 함께 떠나는 부산 피란길’, 부산시민공원 ‘부산시민공
그램
생활정보
원 역사유적 스토리텔링 투어’
금련산청소년수련
원 프로그램

‘1박2일 가족야영캠프’…10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스포츠클라이밍교실’…4~6월 총 3차 진행

3월 마지막 주 벡스 ‘부산수면박람회’, ‘국제밸런스페스티벌’, ‘대표 특산물 직거래
코 전시 행사
박람회’…3월 29일~4월 1일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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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바이올리니스트 정 봄꽃과 함께, 바이올린의 여제 그녀가 온다
경화 초청 리사이틀 4월 3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여민락(與民樂)’

궁중음악 정수 ‘여민락’은 어떤 음악?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창단 10주년…3월 31일 오후 3시 연
악당

출처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35회 부산국제단 BISFF, 더 알차고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관객 만난다
편영화제
올해 주빈국 뉴질랜드 단편영화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3/28 치매안심센터 추가 ‘치매안심센터’ 16개 구・군마다 생긴다…동구 처음 문 열어
설치

치매환자 검진·치료, 가족 지원 프로그램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지진 대피훈련 실시

“지진 발생! 학생 여러분 즉각 대피하세요”
부산 초・중・고교 117곳 전국 첫 원격재난방송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포119안전센터
신청사 개청

북부소방서 안전센터 중 출동센터 가장 많지만 시설 낡아
55년 된 기존 청사 허물고 그 자리에 재건축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도심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퇴적토 준설 필요한 11개 하천 15곳에서 총 1만6천㎥ 준설
양호한 토사는 지역 건설현장 골재로 재활용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과정교차로 교통체계 고쳐 ‘상습 정체’ 푼다
과정교차로 일대 교
센텀~연산동 병목구간 2단 횡단보도 설치, 좌회전 신호 시간
통체계 개선
늘려 교통흐름 원활하게 개선

다이내믹부산 05면
시민이 편리한 교통

2018년 교통체계
개선

2016~2017년 100억 원 들여 28곳 교통체계 개선
2018년도 47억 원 들여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속

다이내믹부산 05면
시민이 편리한 교통

지하안전관리에 관
한 조례

“싱크홀, 미리 찾아 막자”
지반침하 예방・관리・시태점검・안전위원회 구성 명문화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부산 봄 축제

가족·친구와 벚꽃길 걷고 토마토 맛보고
‘대저토마토·기장 미역다시마·삼락벚꽃’ 등 봄 축제 퍼레이드

다이내믹부산 07면
부산 봄 축제

해양융복합소재센
터 준공

더 튼튼하고 가벼운 선박내장재 기대하세요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중점 추진

다이내믹부산 10면
해양수도 부산

2018 마리나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

해양레포츠·마리나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인프라 확보
중소조선연구원·한국해양대 등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다이내믹부산 10면
해양수도 부산

크리에이티브샵

“아이디어 상품 홍보, 맡겨만 주세요”
60여개 사 1천여 제품 입점, 해외 홍보 확대·영역 확장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경제

소상공인 협업화 지 부산 소상공인 뭉치면 뜬다
원사업
협업하면 사업비 최대 3천만 원 지원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e-부산특허상담센 특허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터’
‘부산형 맞춤 인터넷 특허 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청년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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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 가정 만15~34세 대상
매월 10만 원 공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48만5천 원 지급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 치유의 숲’ 숲 숲 내음 맡으며 힐링~
프로그램
기장군 철마면 ‘부산 치유의 숲’에서 운영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어린이 통학 차량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오래된 경유차라면?
LPG 차 전환 지원
LPG차 교체 비용지원…오래된 순으로 50대 선정
사업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시보

일자

4/4

시책

보도내용

출처

2018 기상기후사
진전

사진으로 만나는 햇살과 바람
4월 15일까지 국립부산과학관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아세안의 사람과
삶’

아세안 사람들의 삶, 사진으로 만난다
아세안문화원·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5월 27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시립합창단의
#맛스타그램-음식
으로 맛보는 합창’

국수·막걸리·짜장면…합창으로 소환하는 음식과 추억
4월 5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피아니스트 선우예
권 리사이틀

반 클라이번의 남자 부산 첫 리사이틀
4월 7일 오후 5시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노자와 베토
벤=고주망태’

동양철학·서양음악에 담긴 삶과 사유
3월 31일 시작 총 4회 공연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세계영화사의 위대
세계 영화사 130년 담아내는 여정 열다섯 번째 막 오른다
한 유산-월드 시네
3개 섹션 30편 상영…4월 22일까지
마 XV’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 문화인프라 확 생활 주변 곳곳에 ‘보고 듣고 즐기는’ 문화공간‘
충
부산현대미술관 6월 개관 예정…기타 문화시설도 속속 개관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제17회 영상콘텐츠 “진짜 부산을 찍어라!”…영상 기다려요
공모전
‘부산은 원조다’ 주제…대상 500만 원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2018 부산관광 드
림투어

부산 매력 해외 홍보 관심 있나요?
관광 전공 대학생 5월 2일까지 모집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 일대 교통망
확충

올 2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부산외곽・해안순환・광역 등 사통팔달 도로망 잇따라 연결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부산항 세계 5대 항 2018년 1~2월 컨테이너 물동량 335만 TEU…홍콩 제쳐
만 재도약
올해 목표 물동량 2,150만TEU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도서관・독서문화
강화

다이내믹부산 04면
부산시민 삶의 질 향
상

누구나 동네 슈퍼 가듯 도서관 갈 수 있게…‘슈퍼 라이브러리’
‘습관처럼 책 읽는 독서 문화’ 확산

신평·장림산업단지 2016년 12월 전국 17개 혁신산업단지 조성지 포함
혁신
혁신지원센터 구축, 개방형 체육관 건립…도시형 혁신산단

다이내믹부산 05면
다함께 행복한 도시
재생

부산도시철도 1호
노포동~범내골 구간 완료, 범내골~중앙동 연말까지
선 노후선로 교체작
전 구간 노후 레일 교체는 2023년 끝날 것으로 예상
업

다이내믹부산 05면
다함께 행복한 도시
재생

2018년 사회취약
계층 집수리 및 미
용봉사 지원

취약계층 집수리 “우리가 도울게요”
노후 보일러 교체, 수도배관 설치, 도배·장판 교체 등

다이내믹부산 05면
다함께 행복한 도시
재생

도서관주간 프로그
램

책 읽고 책 나누고 체험도 하고…온 가족 함께 도서관 나들이
책 전시·인형극 프로그램 ‘풍성’

다이내믹부산 07면
책 읽는 부산

원북원부산 도서 선 올해 시민 함께 읽을 책, 손평원 작가 ‘아몬드’
정
4월 18일 시청 대강당서 선포식

다이내믹부산 07면
책 읽는 부산

부산시 공공기관 상 예탁결제원 4월 9일·캠코 인턴 4월 13일·남부발전 5월 말까지 다이내믹부산 10면
반기 채용 시작
주금공·주택보증공사·기보 등 하반기 예정
일자리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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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부산창업박람회

뜨는 창업 키워드는? 가성비→가심비
가심비 저격할 창업 아이템·가맹점…4월 12~14일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제1회 이엉 포럼

“중소기업 목소리 모아 힘껏 내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개발·정보교류의 장 역할 기대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부산지역 기업 재정 부산시·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수출보험료 지원
지원
BNK 부산은행·부산신보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별대출‘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클린에너지 기술혁
신기업 육성 지원

클린에너지 마케팅·기술개발 비용 지원, 4월 16일까지 모집
10여 개 기업 선정…최대 1천200만 원 지원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안부안심콜 서비스

홀로 계신 부모님 연락이 안 된다고요?
지역 활동가 가정방문, 안부 확인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

불편한 규제 시민의 손으로 직접 고친다
우편・팩스・이메일로 4월 23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청각장애아동 인공
수술비 최대 500만 원, 재활치료비 연간 300만 원 2년 지원
달팽이관 수술비 지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원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시 항공사진 촬
항공사진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영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그린디자인, 부산!’…신재생에너지 활용·에너지절감·친환경
6월 27~29일 접수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양육비
무료 상담

각 가정 맞춤상담·양육비신청서 작성…실질적 도움 제공
4월 21일 오후 1시부터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에어부산 부산~나 6월 21일부터 취항…매일 1회
고야 신규노선 취항 4월 4일부터 항공권 판매 시작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제36회 부산연극제

부산연극 오늘과 내일 알고 싶다면, 요기요~
4월 12~29일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을숙도문화회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연극

‘용서받은 시간’

크라우드펀딩으로 만든 연극, 무대 올린다
4월 6~15일 청춘나비소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연극

‘2018 마티네콘서
트’

푸디토리움과 함께 하는 시네마 브런치, 매혹적인데!
4~12월 매달 1회, 4월 10일 오전 11시 첫 공연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4/11 부산시 미세먼지 저 부산 3년간 연평균 초미세먼지 전국 7대 도시 중 1위
감 대책 실시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확충·먼지제거 청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제2회 부산브랜드
웹툰

‘부산 이야기’ 그린 웹툰 재미나네!
‘바다별’·‘영도할배쓰’ 온라인・SNS 등 연재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다목적 신형 소방헬 산불 진화능력 기존 2배…1천500ℓ 물 한 번에 살수 가능
기 ‘AW139’ 취항
기존 소방헬기 1호는 퇴역 후 부산119안전체험관에 전시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갈맷길 해피 트레킹 바다·강·숲 품은 명품 갈맷길 함께 걸어요
투어
‘해안절경길’, ‘흙내음숲길’, ‘강바람낙조길’…4월~11월

다이내믹부산 04면
사포지향 부산 여행

2018 부산 나만의
“나만의 부산 여행, 동영상 공유해요”
부산여행 눈 동영상
부산시민·관광객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테마여행 콘텐츠 발굴
공모전

다이내믹부산 04면
사포지향 부산 여행

행복드림카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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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하루 한도액 1만→1만5천 원, 잔액 30% 이월 가능
가맹 음식점 확대 홍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

다이내믹부산 05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부산시보

일자

시책
코레일유통 불공정
계약규정 시정

보도내용
부산역 삼진어묵에 월 3억 원 요구
공정위 불공정 행위 조사…코레일유통 약관 시정

출처
다이내믹부산 05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안용복 장군 추모제
4월 18일 수영사적공원 안 수강사
향

다이내믹부산 05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중앙공원 충혼탑 보
6월 3일까지…주변 접근 차단, 참배 불가
수공사

다이내믹부산 05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함부르크시의회 부
산 방문

부산-함부르크 시의회 “친선교류 벌써 9년”
4월 4~7일 함부르크시의회 대표단 초청…우호·협력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4월 부산 봄 축제

이제 유채꽃 차례! 부산은 봄 축제 중~
‘낙동강유채꽃축제’·‘기장멸치축제’·‘부산과학축전’

다이내믹부산 07면
4월 봄 축제

부산시 공기업·공공 부산환경공단 68명 공개 채용, 4월 16~25일 원서접수
기관 공개 채용
부산도시공사 23명 선발, 4월 20~27일 서류전형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2018 부산 청춘드
림카 지원사업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중기 취업 청년, 전기차로 출근하세요
서부산권 산단 취업자 대상…3년간 월 35만 원씩

동성화인텍 본사 부 안산시→사하구 신평동…영업 조직·신사업 부서 이전
산 이전
LNG운반선 육상저장탱크용 초저온보냉재 전문기업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부산시 금연 환경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 5개월 간 홍보·계도 이후 출퇴근 시간대 집중단속
치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부산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장애인 발굴·육성
4월 27일까지 모집…6월 27~29일 본 대회

봄맞이 특별 프로그 박물관서 요가하고 과학관서 물로켓 날리고~
램
국립해양박물관·국립부산과학관 봄 맞이 프로그램 풍성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바다가 보이는 부
산항 힐링야영장’
할인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항 힐링야영장으로 가족나들이 어때요?
부산시민 30% 할인…4월부터 부산시민 전체로 대상 확대

2018 유라시아 청
유라시아 관문 부산 알릴 주인공 찾습니다
년대장정 참가자 모
만 19~34세 청년·재능기부 전문가…4월 27일까지 신청
집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영화의전당 4월 기
획전

‘2018 아트와 영화 : 예술을 봄“ 4월 20~22일
’2018 POST BIFF’ 4월 21일까지 매주 금·토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연희야 굿이야’

펄펄 나는 젊은 예인 기량 기대하세요
4월 18일 오후 7시 30분 연악당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시민뜨락축
제

초록 물결 넘어 번지는 봄꽃처럼 반가운 야외공연
4월 6일~5월 11일 매주 금요일 낮 12시 20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아트부산 2018

우리 집에 그림 한 점 걸고 싶다면, 일루와~
동남아·중화권 등 16개국 162개 갤러리…4월 20~22일 벡스
코 제1전시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전시

4/18 부산형 소방안전시 초고층 빌딩 화재진압 위해 다목적 소방헬기・드론 도입
스템 구축

골목길 다닐 수 있는 경량소방차·바다 위 소방정 운영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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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 국립공원-자연생태계 다양성·문화경관 3위, 지정 가능성 높아 다이내믹부산 02면
공원 인증 동시 추 세계지질공원-‘1·3·5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부산!’
종합
진
부산근현대역사박
물관 조성 계획 발
표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부산근대역사관 리노베이션
복합문화기능 갖춘 시설 구축 계획

다이내믹부산 04면
되살아나는 역사・
문화유산

한성 1918-부산생
활문화센터 개관

1918년 건물 건립…도심 복합문화공간 ‘한성 1918’로 변신
다양한 사업 통해 지역문화 융성에 기여 계획

다이내믹부산 04면
되살아나는 역사・
문화유산

삶 즐기고 싶으세요? 도시농업 함께 구경 가요
다이내믹부산 05면
제14회 부산도시농
멋진 텃밭정원 한 자리, 알토란 정보·체험 풍성…4월 26~29일 생활 속 힐링 도시농
업박람회
부산시민공원
업
한옥형 농촌체험관
광지원센터 개소

농작물 수확부터 ‘팜 파티’까지
농촌·농업 체험활동 지원, 도시민-농업인 상생 네트워크 구축

다이내믹부산 05면
생활 속 힐링 도시농
업

어기영차 그물 끌고 맨손으로 활어 잡고!
제18회 광안리어방
다이내믹부산 07면
해상뮤지컬·민속마을 즐길거리 풍성…4월 27~29일 광안리해
축제
즐거운 봄축제
수욕장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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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감천문화마
을 골목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주축
4월 27~29일 감천문화마을·감내어울터·감내골 행복발전소
등

다이내믹부산 07면
즐거운 봄축제

봄 축제 안전 점검

즐거운 봄축제 안전하게 즐기세요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 실시

다이내믹부산 07면
즐거운 봄축제

셀&바이 부산
2018

부산제품, 기업・기관이 먼저 “좋아요”
주거래은행 ‘부산은행’, 업무용차량 ‘르노삼성차’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부산면세점 용두산
점 개점

부산 상공인 힘 모아 면세점 열었다…250개 브랜드 입점
‘원도심 관광·부산 브랜드 제품 쇼핑’ 한 번에 서비스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다 잡는 정장데이’

취업 어렵다고요? 성공 노하우 알려 드려요
취업·면접 준비 위한 모의면접, 이미지 특강, 면접 사진촬영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나들이시즌 부산 전 ‘부산국제보트쇼’ 4월 26~29일 해운대 벡스코
시회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4월 25~27일 해운대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2018년 해외마케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으로 도와드립니다
팅 통합플랫폼 구축
기관별로 흩어진 수출지원 활동 모아 원스톱 지원
사업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법인지방소득세 납
부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사업장별로 나눠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위택스’ 또는 ‘이택스’ 이용

지방세 고지서 전자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
고지 이메일 송달
5월 말까지 보안메일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년 동물사랑
나눔 뱅크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펫사료·의료·용품 등 3개 품목 기부
위탁 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활동가 등에 지원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꿈의 낙조분수 운영 도시철도 타고 다대포 봄 바다 여행 떠나요…4월 21일 개장
재개
해변공원에선 5~8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버스킹 공연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대항해시대, 바닷
베트남 난파선에선 어던 보물이 나왔을까?‘
길에서 만난 아시아
6월 17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도자기’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8 부산비엔날
레

분단과 이산, 현대미술에 전 지구적 문제 담는다
균열·대립 관통하는 주제…외연 확장보다 내실 선택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찾아가는 영
화관’ 지원 사업 공
모

근처에 영화관 없는 어려운 시민을 찾아가 영화 상영
상영프로그램, 영상장비, 상영인력 등 지원…4월 22일 마감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문턱을 넘는 작가
들 2018-사실난사
실들이야’

문턱을 넘은 새내기 작가 발칙한 상상력
올 대학 졸업 작가 9인 초청…4월 29일까지 부산민주공원 기
획전시실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아시아 단편영화 허브, 제35회 BISFF 4월 24일 개막
제35회 부산국제단
‘이제 다 함께’ 주제, 역대 최다 해외 게스트 초청…29일까지
편영화제
영화의전당·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등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명고 김청만의 예
무형문화재 웅숭깊은 북 장단, 봄밤을 가르네
술세계 一通鼓樂(일
4월 27일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통고락)’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국악, 4월에 부르
는 봄의 노래’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신임 홍희철 지휘자 데뷔무대
4월 26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4/25 부산시 재활용쓰레 부산시, 생곡재활용센터 직접 운영…구·군 선별장 확충
기 처리체계 개선방
재활용쓰레기 처리체계 ‘민간주도→공공성 강화’
안 마련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경보 발령

부산시 최근 4년간 지역주택조합 3배 급증
사업승인·부지확보 없이 조합원 모집 많아…각별한 주의 당부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B-Con 그라운드
조성사업

수영고가도로 아래 공간, 청년 문화쉼터로
‘소통 단절 공간’에서 ‘소통 공간’으로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2018 부산 공공기
관 합동채용설명회

올해 채용 요강 설명·모의면접·취업 성공사례·상담부스 등
다이내믹부산 03면
이전·시 산하·금융·유관기관 등 24곳 참여…5월 3일 부산시청
초점
1층 대강당

청년임대주택・해양R&D・창업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부산외대 우암동 캠
개발
퍼스 부지 재개발
상권 회복·지역경제 활력 등 주민 목소리 담아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4월 도심공원 체험
프로그램

공원이 살아있다!…도심공원 7곳서 숲 체험 프로그램
‘숲과 친구 맺기’ 등 숲해설사 설명 들으며 생태탐방

다이내믹부산 04면
도심공원, 가족 놀이
터로

공원예술시장 개장

부산시민·지역 예술인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11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문화의 숲

다이내믹부산 04면
도심공원, 가족 놀이
터로

교통안전시설 야간
가시성 개선

교통사고 잦은 182곳 발광형 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밝게 비추는 투광기 7848곳 운영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 교통, 사람 우선
으로

37

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보행자 친화형 횡단 교차로 건너기, 대각선 횡단보도로 편하게
보도 확대 설치
부전도서관 앞 등 11곳 확대 설치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 교통, 사람 우선
으로

부산시 제269회 임 4월 24일~5월 3일 개회
시회
조례안 25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3건 안건 심사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
례안

콜센터 직원에게 욕설…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시 대응 수칙·법률 지원 등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5월 부산 축제

“5월 부산, 어딜 가도 즐겁다!”
‘연등문화제’·‘조선통신사축제’·‘어린이날 큰잔치’ 등

다이내믹부산 07면
즐거운 5월

부산신용보증재단
단독 사옥 시대

부산신용보증재단 시청 근처로 본사 이전…소상공인 신용보증 다이내믹부산 10면
창업교육·경영개선 등 원스톱 처리시스템 강화
힘내라 소상공인

‘백년장인’

20년 이상 장수 소공인 부산대표 장인으로
다이내믹부산 10면
마케팅 활동·부산형 관광상품화·브랜드 개발·전시회 참석 지원 힘내라 소상공인

소상공인 마케팅 지 ‘도시형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지원’, ‘2018 행복재생 창업 지원 다이내믹부산 10면
원사업
사업’, 소상공인 경영서포터즈 모집
힘내라 소상공인
‘창업하기 좋은 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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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사상역 앞 광장 ‘창업카페 사상점’ 6월 개점
‘제9기 부산광역시 창원지원사업’ 5월 중 신청자 모집

다이내믹부산 11면
창업하기 좋은 부산

부산창조경제혁신
센터-부산홈플러
스 청년창업·사회적 홈플러스 서면점 푸드코트에 창업자 3개 팀 입점 지원
경제 기업 등 3자간 부산혁신센터 인테리어·광고 홍보 비용 지원
유통 판로개척 지원
업무협약

다이내믹부산 11면
창업하기 좋은 부산

봄 여행주간 프로그 죽성성당・청사포…영화 속 그 곳에서 ‘인생샷’
램
4월 28일~5월 13일 봄 여행주간…특별프로그램 풍성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무단방치…불법차량 꼼짝 마!
불법구조 변경차량
과태료・강제폐차 등…5월 1~31일 집중단속
집중단속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4회 부산 푸드 스 당신의 ‘인생카페’ 소개해주세요
토리 공모전
6월 30일까지 이메일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Exoplanet@
NASA 기획전’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국립부산과학관서 화성 탐사 어때요? 외계행성 궁금증 해결
8월 31일까지 국립부산과학관 1층 소전시실

‘부산박물관 미션가 게임하듯 미션가방 들고 부산박물관 탐험
방’
10개의 자기주도형 체험학습 가능한 미션들로 구성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송도해상케이블카
‘VR 스카이윙’

공중그네 타고 하늘 나는 체험 ‘짜릿’
5월 1일 개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영화의전당 야외상
영회&콘서트

영화의전당 대표 공익 프로그램
수요일 영화·토요일 콘서트, ‘동래야류’·‘동래학춤’ 공연도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정원의 풍류’

그윽한 달빛에 취하는 밤 “풍류를 즐기도다”
5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한국정원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시보

일자

시책
픽업프로젝트

5/2

보도내용
부산영화·영상인력DB-YG케이플러스 부산아카데미 함께 추
진
지역 신인배우 발굴·기존 배우DB의 인력 스펙트럼 확장

출처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 성악가 페스티 천재 작곡가 룻시니가 남긴 6개의 걸작 오페라들로 구성
벌
4월 29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30부산월드엑스
“2030엑스포, 부산과 국가 대도약 기회”
포 유치 국가사업
엑스포 유치서명 시민 135만 명 참여
지정 승인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나무 1천만 그루 심 나무 심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기
큰 나무 한 그루가 미세먼지 36g 줄여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에게 맑은 공기
를

미세먼지 대응 보육
“어린이집 미세먼지 걱정 마세요”
환경 확보 대책 마
모든 곳에 공기청정기 가동…실내 공기질 관리 철저히
련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에게 맑은 공기
를

2018년 해운대해
수욕장 ‘감성 해변’
변신

열기구·비치시네마…해운대, 재미·감성 넘친다
다이내믹부산 05면
호안도로 확장·편의시설 개선, 이색문화·레저 즐기는 해변으로 해운대해수욕장 변신

구남로 음악분수 준 해운대광장 ‘고운바다길분수’ 화려한 쇼
공식
6월부터 정식 운영, 1년 내내 시즌제 운영

다이내믹부산 05면
해운대해수욕장 변신

제7회 구포나루축
제

뗏목·밀사리·타작·국수만들기…구포장터 재현, 즐길거리 풍성
5월 11~13일 화명생태공원・선착장 일원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신중년 인생 3모작
특화사업

5060세대 재도전, 장노년일자리센터로
교육부터 채용까지 원스톱, 취・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주택금융공사·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35명 채용…5월 8일까지 홈페이지
항만공사 신입사원
부산항만공사 7명 채용…5월 11일까지 홈페이지
채용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부산시 지역산업거
점기관지원사업

부산, 파워반도체・청정공기산업 이끈다
산자부 ‘거점지역 선정, ‘새 성장엔진’ 기대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BB21플러스사업
참여 사업단 공모

지역인재양성 ‘BB21플러스’ 공모
20개 안팎 사업단 선정…6월부터 5년간 총 50억 원 지원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공공교통(택시) 환
승할인제 할인금액
인상

택시 환승할일 5월 1일부터 1,000원
선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후 30분 내 환승…자동할인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16회 문화재 그
리기 대회

5월 8~18일 소속 학교로 신청서 제출…5월 28일 개최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부산다운 건
축상’

일반건축물·공동주택 포함한 일반 부문 공모
6월 11일까지 웹하드 업로드…시상식 9월 예정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용두산공원 문화행
사

어릴 때 가본 용두산공원, 완전 달라졌네!
미디어 파사드 쇼・공연・프리마켓…볼거리 풍성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한국은행 부산본부
집에서 굴러다니는 동전 모아요!
범국민 동전 교환운
방치된 동전 모아 동전 수요자 공급
동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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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5/9

시책

보도내용

출처

5월 가정의 달 문화 ‘뚝딱하니 어흥!’ 5월 31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어린이극장
행사
‘7080 효 콘서트’ 5월 16일 오후 7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시립소년소녀
부산소년, 에스토니아 독립 축하하다
합창단 에스토니아
5월 14일 에스토니아 콘서트홀…탈린챔버오케스트라 합동공
독립 100주년 축하
연
공연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7회 부산사람 이
태석 기념음악회

이태석 기리는 일곱 번째 나눔과 사랑의 자리
다이내믹부산 14면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5월 16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
문화
화회관 대극장

2018 부산공연예
술축제 MAC OFF
페스티벌

부산 극단이 이끄는 축제, 세계 연극을 만나다
연극·무용·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 참가…5월 2~20일 동래문
화회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제13회 부산국제어 제13회 BIKY 공식 포스터 공개
린이청소년영화제 ‘내가 지키는 세상’ 주제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20점 재구성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막스 오퓔스 특별
전’

로맨스 영화 전설의 감독 풍성한 기획전
5월 1~16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30년 세계탁구
선수권 부산 개최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 부산서 열린다”…만장일치·한국 최
초
130개 국 2천여 명 대규모 선수단 참가…3월 22~29일 벡스
코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 근해 어선 ‘북
한 수역 조업’ 추진

부산시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수사자원 공동조사 건의
한・일 어업협상 지연…어업인 타격 완화 기대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공무원 행동강령 전 부산시 공무원 ‘갑질’ 못한다
면 개정
가족 채용 청탁 금지 등 행동강령 대폭 강화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공공교통(택시) 환
승할인제

다이내믹부산 04면
앞서가는 부산 교통

“버스・도시철도 내려 부담 없이 택시 타요”
전국 첫 ‘택시 환승할인’, 500→1천 원 확대 호응

부산형 스마트 교통
카라간다시, 부산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시스템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내 다른 도시, 인접 중앙아시아 도시도 관심
수출

다이내믹부산 04면
앞서가는 부산 교통

풍수해 저감 종합계 풍수해 위험지구 112곳 안전하게 손본다…372곳도 지속 관리 다이내믹부산 05면
획 추진
하천・해안・토사・바람 등 재해 예방 종합계획 추진
부산시민 안전하게
낚시통제구역 지정
조례

“청사포 테트라포드서 낚시 못해요”
해운대구, 마린시티·청사포항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의회 제269 임시 4월 24일~5월 3일 개회, 제7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회
조례안 25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안건 32건 심사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부산시 장애인 건강
시의회, 장애인 건강권 보장확대 힘 모은다
권 및 의료접근성
이동편의 제공·주치의 제도·장애 발생 후 각종 질환 관리 사업
보장에 관한 조례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해운대모래축제

모래사장서 노는 게 이렇게 재미있었어?
5월 19~22일 해운대해수욕장·구남로 해운대광장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주최
해양레저스포츠 ‘카
수영강·광안리해수욕장·송도해수욕장·삼락생태공원 일대 운
약’ 체험교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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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시민 안전하게

다이내믹부산 07면
즐거운 부산
다이내믹부산 07면
즐거운 부산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제6회 부산청소년
열린축제

청소년 넘치는 재능 보러오세요
5월 19일 부산어린이대공원 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다이내믹부산 07면
즐거운 부산

2018 부산 공공기
관 합동채용설명회

“공공기관 취업 준비, 제대로 감 잡았어요”
채용 모의면접·생생한 컨설팅, 취준생 2천여 명 몰려 ‘성황’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부산경제진흥원 제
9기 창업지원사업

창업 공간 무료로 자금지원 든든하게
200개 팀 이내 선발…5월 31일까지 모집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4차 산업도시 인프
라 구축

부산, 4차 산업 인재 키우기 잰걸음
금융대학원, ‘부산 사물인터넷 실증센터’, ‘드론쇼코리아’ 등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4차 산업도시
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기업 발굴・육성
㈜무스마, ㈜지에이치이노텍 등 선정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4차 산업도시
로

개정 동물보호법 홍 인식표・목줄・입마개…펫티켓 지키고 있나요?
보캠페인
6~7월 공원・해수욕장에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년 부산대표
관광기념품 개발지
원 사업

부산대표 관광기념품 만들 기업 모집
개발・자문・판로 지원…5월 31일까지 부산디자인센터로 신
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5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
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
고질·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오픈 국제 남자 세계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중 최상위급
챌린저 테니스 대회 5월 12~20일 금정구 스포원 테니스경기장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애니멀피디아 프로
국립부산과학관서 앵무새와 교감체험
젝트·앵무새 아카데
5월 13·20·27일 국립부산과학관
미’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물의 도시 부산에서 즐기는 봄 연극 축제
제15회 부산국제연
5월 18~27일 영화의전당·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KNN시어
극제
터·부산예술회관·광안리 일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화요명인’·‘목요명
무’ 5월 공연 일정
확정

화·목요일, 전통연희를 만나는 시간
국립부산국악원 상설 프로그램…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꿈같은 이야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0회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로만 킴 초청…5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5월 부산 영화제

‘제9회 부산평화영화제’ 5월 17~20일 가톨릭센터 아트씨어터
다이내믹부산 15면
씨앤씨
문화
‘제2회 부산도시영화제’ 5월 17~20일 영화의전당

제13회 부산국제어 BIKY 자원활동가 ‘비키비’ 해볼래?
다이내믹부산 15면
린이청소년영화제 프로그램팀 등 100여 명 선발, 만 15세 이상 누구나 지원 가능 문화

5/16 2018 아프리카개
발은행 연차총회

“떠오르는 아프리카…함께하는 부산”
80개국 4천여 명 방문…5월 21~25일 해운대 벡스코

부산 대표 도서관-구·군 거점도서관-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부산 16개 구·군 거
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협력망 구축
점도서관 지정
행정·협력·자료 거점 역할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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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 돌봄 지원
통합전산망

‘장애인 주간 보호 바로가기’ 운영 시작
프로그램·교육 기회 제공, 시설 이용 정보 원스톱 제공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2018 아프리카개
발은행 연차총회

부산과 한국기업 아프리카 진출 큰 기회
부산경제관 운영,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미팅’ 지역기업 참여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강서지역 교통망 확 강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노선 대대적 확충
충
하단~을숙도~명지~녹산 도시철도 ‘녹산선’ 건설 박차

다이내믹부산 04면
도심 외곽 대중교통
편리하게

정관선 국토부 투자 인구 8만 명 정관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심의 통과
기장 좌천역~정관신도시~월평교차로 잇는 노면전차

다이내믹부산 04면
도심 외곽 대중교통
편리하게

2018년 부산 해수
욕장 운영계획

해운대·송도·송정 6월 1일, 광안리·다대포·일광·임랑 7월 1일
해수욕장 7곳에서 다양한 즐길거리 마련

다이내믹부산 05면
개장 앞둔 부산 해수
욕장

5월 부산 축제

부산 축제, 이렇게 재밌는데 왜 안 가요?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부산항축제’, ‘부산가족축제’,
‘부산원도심골목길축제’ 등

다이내믹부산 07면
5월 부산 축제

에어부산 역대 최대 에어부산, 올해 450명 채용…창사 이래 최대
규모 채용
올해 200여 명 채용, 연말까지 250명 추가 채용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2018 동부산권 채
용박람회

”동부산권 채용박람회서 취업 기회 잡으세요“
오스템임플란트・동성모터스 등 70개 기업 참가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장애인 스포츠선수
고용증진 협약

“일자리 걱정 없이 마음껏 운동하세요”
에어부산·태웅·동원개발·동의의료원 등 참여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엔젤 스타트업 카페 엔제리너스 카페와 협업…민간창업카페 조성·창업 공간 지원
지원사업
카페 사용·멘토링 지원 등, 5월 22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산연차총회 기념
행사

막연했던 아프리카 대륙, 알고 보니 매력 넘치네!
다이내믹부산 12면
아프리카문화페스티벌·영화제·유물전, 잉카 쇼니바레 MBE 등 생활정보

제10회 다이내믹
부산 전국산악자전
거(MTB) 랠리

산악자전거로 백양산 숲길 함께 달려요
7km 가족 코스, 21km 중급자 코스, 25km 상급자 코스

청소년 전통 천문학 선조들은 어떻게 천체를 관측했을가?
캠프
6월 9~10일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행복한 금연가족

사랑하는 가족 위해 ‘금연’ 다시 도전!
5월 31일까지 구・군 보건소・부산시금연지원센터로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미국·호주·세네갈 국가대표팀, 한국(부산시설공단)·중국(산둥)·
다이내믹부산 13면
부산컵 국제친선 핸
일본(미에) 클럽팀 등 참가
생활정보
드볼 대회
5월 30일~6월 4일 사직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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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아시아문
화도시, 부산’

부산, 동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활짝 피다
부산·하얼빈·가나자와시 한중일 3개 도시 문화교류 축제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Beautiful
Memories’

피아노에 담은 동양의 미학, 뉴에이지 음악 새 지평 열다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초청 공연…5월 25일 오
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시보

일자

시책
‘크로스오버 콘서
트’

보도내용

‘팬텀싱어’의 그 노래, 합창으로 들어요
다이내믹부산 15면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5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
문화
화회관 대극장

이반 크르판 피아노 스타인웨이가 선택한 크르판 리사이틀
리사이틀
5월 20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5/23 부산 창업 인프라
확대

출처

“창업, 기회는 더 많이 지원은 든든하게”
‘창업카페’부터 ‘투자펀드’까지 창업 과정 돕는 인프라 확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1면 종
합

고령자 교통안전 체 “어르신, 교통안전 체험교육 꼭 받으세요”
험교육 강화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전용 체험교육장 설립 추진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6・13 지방선거에
바란다-부산 시민
사회

‘해양수도・지방분권 실현’ 공약으로
‘해양수도 부산’ 실현 위한 ‘5대 정책 과제’·‘2018지방선거 시
민 의제’ 발표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6・13 지방선거에
바란다
-지역 상공계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최우선으로”
부산상의, ‘차기 지방정부 역할’ 기업 의견 설문조사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작지만 큰 배려’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 점자 복약안내 시범사업,
보도 부적합 볼라드 정비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생활 편리하게

2018년도 상반기
‘부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후속조처
어린이 놀이시설 지
수리필요・정기검사 미실시 등 지적사항 228건
도·감독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정

부산 야간행사

공연·영화·먹거리…특별하게 즐기는 부산의 밤
야외상영회&콘서트, ‘해변영화관’, ‘센텀맥주축제’, ‘물양장 노
천극장’ 등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드림옷장

면접정장 무료대여 ‘드림옷장’…“내 몸에 딱!”
서비스 시작 3개월 776명 옷 빌려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부산상공회의소 글
로벌 잡 콘서트 개
최

‘해외취업’ 전문가 조언 받으세요
취업지원 소개·성공노하우 공유·멘토링 등…‘5월 30일 부산상
공회의소 2층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월드클래스 300 부 부산기업 25곳…올해 선보공업·펠릭스테크 선정
산기업 선정
5년간 연구개발·마케팅 지원
스마트공장

부산 공장은 지금 스마트공장으로 ‘진화 중’
2030년까지 1천500개사 목표, 전문인력 1천700명 양성키로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공공·빅데이터 활용 공공·빅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
창업경진대회
7월 13일까지 이메일 접수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부산시인터넷방송
바다TV 콘텐츠 무
료 개방

부산 맛집・문화・관광…바다TV 영상 내려받으세요
각종 영상 3천700여 편 무료 개방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미니태양광 발전설
비 보급지원사업

전기료・환경오염 줄이는 미니태양광 발전
공동・단독주택 설치비 지원…실부담금 9만~28만 원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나무를 만나다’

온몸으로 즐기는 나무체험
10월 28일까지 정관박물관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43

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보도내용

‘2018년 한마음
ICT경진대회 부산
예선’ 참가자 모집

PC 부문·모바일 부문 분리 시행
7월 17일 예선, 부문별 우수자 12명 선정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의 작고작가김종식’

부산 근대미술 개척자 김종식, 더 깊게 본다
5월 25일~8월 12일 부산시립미술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7회 아랍영화제

영화로 만나는 아랍의 기쁨과 슬픔
뷰티 앤 더 독스’ 등 9편 상영, 6월 1~6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14회 부산국제무 춤의 원형, 바닷가에서 펼치는 몽환적인 무대
용제
6월 1~9일 해운대해수욕장…15개 국 58개 작품 공연
‘댄스 유토피아-際’

춤·영상·한복 춤의 유토피아 꿈꾸는 콜라보 무대
5월 31일~6월 2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시아프로젝트마
신작 프로젝트 공동제작 모색·투자자 주선
켓 2018년 신작 프
30편 내외로 선정…투자·공동제작 위한 비즈니스 미팅 주선
로젝트 모집

5/30 2018 부산국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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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월 8~17일 벡스코…120여 개 업체・200여 대 전시
월드프리미어 등 25대 국내 첫선…자율주행·친환경차 증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어르신 교통사랑 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고령자에 발급
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막고 각종 혜택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2018 부산국제광
고제 크리에이티브
캠프

전국 고등학생 대상…“광고로 배우는 창의력 캠프 오세요”
6월 14일까지 접수…7월 20~21일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제7회 전국동시지
방선거

“투표용지 7장에 부산 미래 담아주세요”
투표소 갈 때 사진 붙은 신분증 지참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부산오페라하우스
시공

부산오페라하우스, 10년 만에 첫 삽 떴다
북항 해양문화지구에 2022년 완공

다이내믹부산 04면
문화, 일상 속으로

웹툰 작가 소규모
창작지원실 조성

전포생활문화센터에 마련…웹툰 작가 7명 입주
1년 동안 작품활동 하면서 웹툰교실·지역사회 공헌활동 병행

다이내믹부산 04면
문화, 일상 속으로

부산e문화파크

부산 모든 문화정보 검색・예매 한번에
부산문화관광사이트 한계 보강

다이내믹부산 04면
문화, 일상 속으로

농・산・어촌 찾아 전문성 살린 사회공헌…“어디든 달려가요”
가는 진로체험버스 부산교통공사, 시록 학생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다이내믹부산 05면
공기업, 시민 곁으로

해피울타리 기술봉
사

전문성 살린 사회공헌…“어디든 달려가요”
부산시설공단, 홀몸어르신・복지시설 기술봉사 릴레이

다이내믹부산 05면
공기업, 시민 곁으로

‘부산원도심 관광
활성화 및 교직원
전문성 확대를 위
한 3자간 업무협약
(MOU)’

“부산 원도심, 학생들에게 알려주세요”
원도심 스토리투어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용·체험 교직원 연수

다이내믹부산 05면
공기업, 시민 곁으로

부산진구노인복지
관 하모니카교실

“하모니카 연주하니 즐거워서 늙지도 않아요”
62세는 막내・86세는 청춘…자신감・기억력 증진 도움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2018 아프리카개
발은행 부산연차총
회

모로코・르완다 총리 등 5천여 명 부산 찾아
부산 경제계 인적·기술 교류 확대 ‘물꼬’

다이내믹부산 10면
반갑다 아프리카

부산시보

일자

6/6

시책

보도내용

출처

세계 유망 스타트업
영국 투자기업 ‘엑센트리’ 마린시티에 아시아거점 마련
70개 회사 부산 진
핀테크·블록체인·빅데이터·로봇 등 4차 산업기업 입주
출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칠레 현지 시장 진
출 업무협약 체결

칠레 스타트업 육성 업체 ‘미트라탐’과 체결
중나미 진출 청신호…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기대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

4차 산업 핵심기술 ‘파워반도체’ 연구개발 산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내, 2019년 6월 준공 목표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자립의 꿈 키우세요
만15~34세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41회 정기연주
회 ‘소망’

망향의 한과 구도의 연주, 6월을 열다…첼리스트 양성원 협연
6월 8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에스토니아 부산 천사들, 에스토니아에 한국 알렸다
독립 100주년 기념 현지 성원에 힘입어 예정 없던 세 차례 공연 더 개최
공연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국악으로 하나되는 국악창작곡부터 기악·성악 등 다채로운 국악의 멋과 흥
드림콘서트’
6월 7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유네스코 영화 창
의도시 특별전-에
르마노 올미&마르
코 벨로키오’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데뷔작부터 최신작까지 두 감독 대표작 20편 소개
5월 27일~6월 17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제13회 부산국제어 BIKY 경쟁부문 ‘레디액션’ 40편 확정
린이청소년영화제 젠 세계 44개 국 357편 출품, 창의력・일상적 소재 눈길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 해수욕장 1차
개장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해운대·송정·송도 6월 1일 개장
올해부터 8월 31일로 폐장일 일원화

부산 도시계획 아고 부산 도시계획 시민 참여 ‘아고라’ 활짝
라 시스템
도시재생 등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현대미술관 개
관

6월 16일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개관
자연과 조화 이룬 환경 친화적 미술관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부산 문화시설 개소

시민 생활 주변 곳곳에 ‘문화공간’
오페라하우스·미술관·아트센터·근현대역사박물관 등 개장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부산 반딧불이체험
행사

반짝반짝 신비한 반딧불이, 부산서 만나세요!
생태 교육·탐사·체험부스 운영, 프로그램 풍성…장안사·태종
대·이기대서 행사 열려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2018 부산국제모
터쇼

드림카, 보기만 할 건가요? 운전대 잡아보세요
다이내믹부산 10면
국내 7개·해외 11개 브랜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연 BIMOS 2018

2018 부산광역권
일자리박람회

150개 기업 채용 진행, 6월 22일 벡스코 제2전시장
‘제19회 환경 일자리박람회’ 동시 개최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찾아가는 맞춤형 미 산업단지서 라이브 공연, “힐링되네”
니콘서트
‘찾아가는 맞춤형 미니콘서트’ 인기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2018 청년창업가
디자인&아트쇼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개성만점 청년창업가 상품·공연 보러가요
6월 24일까지 부경대 청년창조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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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청년재직자 내일채
움공제

보도내용
중소기업 재직 청년, 5년만에 3천만 원 목돈 마련 기회
매달 12만 원 적립…기업·정부가 함께 지원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한국의료분쟁조정
의료분쟁, 이제 부산서 상담 받는다…방문 상담·중재 접수
중재원 부산지원 개
조정·중재 서비스는 올해 안 시작 계획
원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현대미술관 개
관

MoCA BUSAN, 서부산권 문화 지형도를 바꾸다
자연・뉴미디어 아우르는 실험적인 예술의 장 기대

다이내믹부산 14면
부산현대미술관 개관

사무엘 윤&손지혜
콘서트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기대
6월 15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8 부산원아시
아페스티벌

1차 라인업 발표…엑소 완전체, 레드벨벳 출연
7월 말 2차 라인업 발표 예정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지역 영화제작
지원 사업 대상 확
정

부산영상위 영화제작 지원사업 지원작 7편 확정
장편극영화 2편, 다큐멘터리 5편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뮤지컬 ‘삼총사’

6월 16~1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6/14 부산광역시장 오거 55.23% 획득…서병수 후보 18.07포인트 차이로 따돌려
돈 당선

7월 2일 취임식…7월 10일 부산시의회 업무보고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시교육감 김석
준 당선

47.79% 획득…교육감 선거 1위
‘교육특별시’ 부산 만들기 위한 혼신의 노력 강조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중학생 밴드 페스티 중딩 밴드 페스티벌…더 강력한 그들이 온다!
벌
8월 2일 광안리 특설무대 공연, 바다TV・유튜브 통해 생방송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스쿨존 노란 전신주

‘노란 전신주’ 보면 속도 줄여주세요
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주의 환기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오거돈 부산광역시
장 당선인 인터뷰

‘시민 중심 소통시정’ 약속…시민의 뜻 겸허히 보답
‘해양수도 부산’ 실현…양질의 일자리·먹거리 마련

다이내믹부산 03면
특집

김석준 부산시교육
감 당선인 인터뷰

“교육특별시 부산 만드는데 최선 다할 터”
‘미래를 만드는 부산교육’…주입식·암기식 교육 탈피 주장

다이내믹부산 03면
특집

부산 뚜벅이 여행
앱

한・중・영・일어 서비스…관광지・음식·맛집・축제정보 제
다이내믹부산 05면
공
부산으로 오세요
비콘 기술 활용…실시간 안내 및 항공 VR 활용

플라이 앤드 크루즈

대만 관광객 유치, ‘플라이&크루즈’로
부산관광공사, 코스타 크루즈 등과 상품 개발 협약 체결

100인의 부산 아빠 “아이 엄마 독박 육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
5~10세 자녀 가진 아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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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으로 오세요
다이내믹부산 06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
은 부산

초여름 부산 축제

산에서 콘서트 즐기고 시원한 막걸리 한잔, 최고네!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제13회 태종사 수국꽃 문화축제 등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노후 대비 전시·박
람회

6월 28~30일 벡스코서 개최
‘제6회 부산국제항노화 엑스포’·‘메디부산 2018’·‘국제복지·재
활·시니어전시회’·‘제19회 부산 국제 차·공예박람회’

다이내믹부산 10면
건강한 부산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2018 부산 외국인
투자기업채용박람
회

외국인 투자기업 일자리 정보 한 자리에
에스에이치팩 등 30개 기업 참여…27일 벡스코 D홀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동신모텍·㈜부산
어묵 공장 부산 이
전

동신모텍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공장 함안→부산 미음산단
부산어묵 공장 양산→부산 오리일반산업단지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가족단위 체험휴식
프로그램

가족 함께 잔잔한 휴식, ‘소확행’ 별건가요
다이내믹부산 12면
‘청소년 가족힐링캠프’·‘1박 2일 가족야영캠프’·‘마음으로 소통
생활정보
하는 숲’·‘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족 생태체험 프로그램’

실패왕 에디슨 상
공모

좌절 딛고 일어선 오뚝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이내믹부산 12면
수기…실패 경험과 재도전 성공스토리 공유, UCC…실패에 대
생활정보
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재도전 응원 메세지

스마트폰 바른 사용 중독 부르는 스마트폰…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공모전
6월 25일까지 부산정보문화센터로 우편·이메일 접수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일찍 찾아온 여름, 시원하게 보내려면 여기지!
도심 속 물놀이시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북항 해수온천 수영장·수영구 어린이 워
개장
터파크·스포원 수영장·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사랑의 그린PC

정보소외계층 무료 컴퓨터 신청하세요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 정비…지역 정보취약계층에 무료 보급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 점검

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 점검
60개 업체 7천468대 대상, 위법 적발시 행정처분 조치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러시안 내셔널 오케 러시아 대표 천재 지휘자 플레트네프 3년 만에 부산 찾는다
스트라 부산 내한공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 유 협연…6월 27일 오후 7시 30분 부
연
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알기 쉬운 아세안라오스편

아세안 나라의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
전문가 강연·전통요리교실·어린이문화체험 등 다양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부산푸드필
름페스타

음식과 영화의 맛있는 만남, 두 번째 잔칫상 차리다
‘불의 미학, 바비큐’ 주제, 6월 21~24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제13회 부산국제어 BIKY에서 영화 보고 신나게 놀아요
린이청소년영화제 ‘어린이 박스자동차 극장’·‘나도 성우다!’ 등 다양한 부대행사

6/27 ‘시민이 행복한 동
북아 해양수도 부
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당선인 7월 2일 취임
취임 앞서 적극적 ‘시민소통’ 행보

UIA 국제회의 개최 부산, 국제회의 도시 ‘세계 7위’
도시 순위 발표
2017년 순위 발표…아시아 4위, 수도 외 1위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민선 7기 첫 인사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내정
정무특보 박상준 전 한국일보 부산취재본부장 내정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오거돈 당선인 ‘부
산 현안 챙기기’

지역 영화인들과 적극 소통, BIFF 정상화・재도약 약속
한수원 고리본부 방문…“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부산 초・중・고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스쿨존 옐로카펫・고교 무상급식 확대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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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스마트 교차로

보도내용
대형・소형・버스 등 차종 세밀히 분석, 혼잡도 정확히 파악
버스전용도로로 확대, 신호 운영 등 고도화

출처
다이내믹부산 04면
부산교통, 더 안전・
편리하게

보행자 교통사고 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도로 중앙 펜스 설치 확대
이기 방안 모색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단절구간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

다이내믹부산 04면
부산교통, 더 안전・
편리하게

해운대 리버크루즈

관광특구 지원 사업 선정…20~25인승 11월부터 운항
마린시티·마천루·야경 등 부산 새 관광명물 ‘기대’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관광, 더 쉽고 재
밌게

부산시티투어버스
파격 할인

6월 14~7월 15일 러시아월드컵 기념 파격 할인행사
평일 오후 탑승권 어른 1만5천→8천 원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관광, 더 쉽고 재
밌게

2018년 지방공기
부산관광공사, 고객만족도 1위…부산 6개 공기업・공단 중 최 다이내믹부산 05면
업 경영평가 고객만 고
부산관광, 더 쉽고 재
족도 조사
서비스 모니터링 지속 실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 제작 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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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70회 정 제7대 부산시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
례회
6월 29일까지…조례안 등 32개 안건 심의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정

지방분권특별위 활
동 결과보고서

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경북도와 네트워크 구성·시민 캠페인 등 성과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정

2018 부산세계마
술챔피언십

세계 최고의 마술사들 부산서 만나세요…22개국 120여 명
6월 29일~7월 15일 영화의전당·벡스코·구남로 일원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2018 아세안 해외
취업박람회

싱가포르・베트남으로 취업하고 싶다면!
현지기업 27곳 200명 채용면접…7월 12일 부산시청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 부산

특화일자리박람회

중장년・여성・청년 특화일자리 박람회 ‘주목’
경력직·중장년 미니일자리박람회, 청년·직업훈련생 일자리박
람회, 여성취업박람회 등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

주말 저녁엔 광안리해수욕장으로!
7월 1일~8월 26일…음악·마술·연극·체험 풍성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23기 시민건축대
학-건축사와 함께 뛰어놀고 소통하고 어린이가 생각하는 공유건축
하는 어린이건축한 7월 2일까지 홈페이지 신청…7월 21일 해운대 강동초등학교
마당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수학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수학나라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수학특별전…9월 2일까지 부산과학관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현대미술관 개
관

깜짝 놀랐네! 새로운 미술관이 을숙도에 펼쳐졌네!
출렁이는 초록물결 외관, 다양한 설치작품 ‘인기’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열정과 냉정사이’

열정과 냉정, 숨 막히는 긴장 사이에 ‘기타’가 있다
7월 6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13회 부산국제어 13회 비키, 이란 영화로 열고 캐나다 영화로 닫는다
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작 ‘꿈의 끝’, 폐막작 ‘크로스 마이 하트’

다이내믹부산 15면
영화도시 부산

21세기 거장전
2018

다이내믹부산 15면
영화도시 부산

세계 영화계 이끌 젊은 거장 한자리 모였다
7월 11일까지 20편 상영

부산시보

일자

7/4

시책

보도내용

출처

2018 부산배경 영
화기획개발 지원사
업

부산 배경 영화 발굴・지원한다
부산영상위, 기획개발 지원사업 ‘부산출장’ 등 선정

다이내믹부산 15면
영화도시 부산

오거돈 부산광역시
장 취임

“동북아 해양수도·시민행복 도시·시민소통 시정” 다짐·약속
시민 안전 최우선…취임 첫날부터 재해·재난 대비 현장점검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OK 1번가 개설

부산시민의 목소리, 더 크게 듣겠습니다
민선 7기 시민 정책 제안 홈페이지 ‘OK 1번가’ 개설

다이내믹부산 02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부산시청 정·후문
재정비

청사 정·후문 주변 대형 화분·화단 철거
일대 광장을 시민소통 상징 장소로

다이내믹부산 02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동남권(부・울・
경) 상생 협약 체결

신공항・교통・경제…부・울・경 “상생”
민선 7기 시도지사 협약 “균형발전・자치분권 실현”

다이내믹부산 02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오거돈 부산시장 인 일자리 잘 만들고 시민 안전 지키는 시장
터뷰
“시민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꼭 이룰 터”

다이내믹부산 03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민선 7기 부산시정
운영 방향

시민 모두 풍요롭고 편안한 행복도시로
세계 물류 몰려드는 동북아 해양수도로

다이내믹부산 05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부산경제 체질 혁신…좋은 일자리 더 많이”
일자리 풍성한 경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산업구조, 4차 산업 중심 탈바
혁신 도시
꿈

다이내믹부산 06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동북아 해양수도 부 항만+공항+철도 갖춘 해양・물류도시로
산
해운산업 경쟁력 높이고 항만 인프라 확대

다이내믹부산 06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문화가 흐르는 글로 BIFF 재도약・해양예술 키워 ‘행복한 문화도시로’
벌 품격 도시
문화혁신도시 부산 조성, 다문화·독립문화 지원 등

다이내믹부산 07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가족이 행복한 건강 부부-자녀-부모, 온 가족 행복하고 노후걱정 없는 부산
안전 도시
가족행복으로 공동체 회복, 장애인 인권 확대 등

다이내믹부산 07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부산지역 조선기자
재 업체 러시아 시
장 개척

모스크바 국제석유화학전시회 부산 중소기업 8곳 참가
147건 상담, 총 690만 달러 계약 성과…시장 확대 큰 자신감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지역주도형 청년일
자리사업

“부산서 일하고 부산서 같이 살아요”
만 18~39세 청년 구직자 635명 선발 예정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여름방학 맞이 숲체 다가오는 여름방학, 가족과 함께 ‘숲’으로 가자!
험 학습 프로그램
탐험·곤충관찰·음악회 등 프로그램 다채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청년희망키움통장
4차 가입자 모집

만 15~34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대상
매월 10만 원 추가공제→통장 자동 적립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똑똑똑 문안 서비스

똑똑똑~ 어르신, 별일 없으시죠?
9월부터 고독사 예방 안부 확인…시 홈페이지서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49

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보도내용

2018 부산진로진
학박람회

‘2019학년 수시・정시 대입정보’ 궁금하면 여기로~
개인 맞춤형 진로·대입상담…7월 14~15일 해운대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부산영화체험박물
관 개관 1주년

온몸으로 느끼는 영화체험박물관 1주년!
해설투어·방학패키지·애니메이션 상영…프로그램 풍성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용, 바다를 다스리
는 몸짓’

상상의 동물 용, 기원과 의미는?
해양박물관 특별기획전…7월 10일~10월 14일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8 영남춤축제
‘춤, 보고싶다’

춤이 고여서 꿀꺽~ 넘어갈 뜨겁고 신명나는 춤판
7월 14일~8월 25일 국립부산국악원·부산시민공원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부산국제록
페스티벌

한 달만 기다려~ 록페 원조가 온다! 가즈아~
YB・이한철・노브레인 등 참가, 8월 10~12일 삼락생태공원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4회 을숙도 오페
라축제

한여름 밤의 오페라 축제, 을숙도를 물들이다
‘마술피리’ 등 5편 공연…7월 5~21일 을숙도문화회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알기 쉬운 말레이
시아’

어서와~ 말레이시아는 처음이지? 아세안문화원 체험 프로그
램
7월 3일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모집…7월 12~19일 운영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시민중심 소통창구…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의견’ 제안
작은 목소리도 ‘경청’…‘시민 행복 부산 만들기’ 적극 반영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파산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운영 후 정부 인수 추진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7/11 OK 1번가
침례병원 공공병원
화 추진 민・관 태
스크포스

차세대 재활복지 의
2021년까지 다대동 일대에 조성
료기기 지원센터 건
첨단제품 개발 등 지원, 재활 체험 서비스 등 제공
립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부산, 위기의 해운산업 부활 이끈다
아시아 해양금융 허브 도약 닻 올려

어르신 교통사랑 카 운전면허증 반납 어르신 병원・음식점 등 할인 혜택
드 발급
부산 전국 최초…자진반납 400명에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시민 편안하게

‘클린 인터넷! 시민
참여단 발대식’

“스마트 건강도시 부산, 함께 만들어요”
시민·학부모 등 참여…스마트폰 올바른 사용 캠페인 팔 걷어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시민 편안하게

제8대 부산광역시
의회 임기 시작

전반기 의장 박인영, 부의장 이성숙·김진홍 선출
첫 임시회 7월 24일까지…업무보고·예산 집행 점검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정

박인영 제8대 부산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 기대 적극 보답하겠다”
시의회 의장 인터뷰 “시민에게 더 가가이 다가가는 시의회로”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정

2018 동남아 바이
어 초청상담회

부산기업 122개·태국 등 7개국 39개사 바이어 참여
계약추진 3천831만5천 달러, 지난해 대비 22%↑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한국베트남신발업
협의회

부산신발, 베트남을 동남아 진출 전진기지로
인도네시아 이어 두 번째, 기업 간 정보교류 등 상생 기대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2018 글로벌 스타
트업 IN-N-OUT
프로젝트 부산캠프

부산-베트남 우수 스타트업, 해외진출 협력
베트남 기업 5곳 참가…지역 스타트업과 네트워킹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공공기관 취업 맞춤 부산, 공공기관 맞춤 인재 키워 취업 늘린다
형 인재 양성
시・대학・공공기관 26곳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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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부산시보

일자

시책
북방무역 촉진 및
복합물류루트 활성
화 사업

보도내용
부산-자루비노-훈춘 물류비 쏩니다
지역 중소기업 대상…1TEU당 5만 원씩

출처
다이내믹부산 11면
알저라경제

제19회 부산관광사 관광객 마음 ‘확’ 사로잡을 사진 어디 없나?
진 전국 공모전
자연경관·전통문화·건축·공연·축제·생활상 등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끊고 줄이고 운동
하자’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건강한 부산 만들기 프로젝트
7월 20일까지 모집, 8월 1일~11월 8일 실천기간

여름방학 맞이 특별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려면 놓치지 마세요!
프로그램
도서관·과학원·수련원…강연·체험·교육 프로그램 풍성

다이내믹부산 13면
즐거운 여름방학

제13회 부산국제어 새로운 세상・새로운 영화의 꿈 담은 한여름 영화 잔치
린이청소년영화제 7월 11~17일, 175편 상영, 주제별 섹션 등 변화 시도

다이내믹부산 14면
BIKY

‘상사화’

가야의 슬픈 설화 뮤지컬로 되살아나다
‘여의와 황세’ 설화 각색…7월 19~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댄스 유토피아’

여름 마당에서 펼치는 뜨겁고 신나는 춤판
7월 19~20일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야외마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운수 좋은 날’

문학·영상·발레 융합의 미학 즐기세요
7월 17~18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시, ‘시민 맞춤형·현장 중심’ 일자리 시스템 가동
‘OK 부산카드’ 도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낮춰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숨은 싱크홀 찾기

번영로 전 구간 ‘숨은 싱크홀’ 찾는다
‘지하투과레이더’ 활용 지반 탐사…15.7km 4차로 정밀조사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 올해 꼭 가봐
야 할 아시아 여행
지 1위

‘자연・미식・축제’ 조화로운 매력만점 도시
온천수에 몸 담그기·자갈치시장 해산물 파티 만끽 적극 추천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7/18 시민행복 부산, 일
자리가 먼저다

부산시 폭염대응 종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체계 활용…폭염주의 메시지 신속 전달
합대책 가동
무더위 쉼터 증대, 햇빛차단 그늘막 확대, 도로 살수차량 투입

다이내믹부산 04면
부산시민 안전하게

도심공원 공짜 물놀이장 와서 더위 식혀요
부산 도심공원 물놀
‘키드키득파크’·부산시민공원 물놀이마당·송상현광장 바닥분
이장 개방
수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시민 편안하게

부산시 위치 기반
정책지도 구축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시민 편안하게

상권 분석? 이젠 빅데이터 기반 지도로
부산시, 정책지도 서비스…과학적 정보 제공・주요 정책 소통

시의회 제271회 임 7월 10~24일 개최. 7개 상임위원회 구성 마무리.
시회
“시민 행복 실현 최선 다하겠습니다”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정

여름방학 알뜰 체험 박물관 투어·을숙도 습지탐방·임시수도 천막체험·역사학습 등 다이내믹부산 07면
프로그램
공공기관 운영 프로그램 풍성…참가비 무려~5만 원 이하
시민중심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파란일자리’ 사업…200명 선정·지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청년보안관’ 사업…50명 채용, 월 180만 원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경제

4차 산업 고도화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채용 돕습니다
위한 연구개발 고급
테크노파크, 기업 당 최대 1천만 원…18개 기업 지원
인력 지원 사업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경제

부산기업 인도 시장 5월 기준 인도 수출액 작년보다 28.1% 증가
진출
태웅, 300억 원 이상 수출 전망…지사 확대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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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산VR페스
티벌

‘부산 가상현실 기술’ 중국시장 도전!
70개사 200개 부스…7월 26~28일 벡스코 제1전시장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피란의 어제, 통일
의 내일로’

서울역~부산 1박 2일 체험 여행
7월 25일까지 신청…8월 17~18일 개최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자몽프로젝
트-051영화제

‘51초’ 복지영화 제작에 도전 하세요!
7월 31일까지 접수…9월 8일 시상식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제11회 광안리 조
개잡이 체험행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조개잡이 체험 어때요?
7월 28일 오후 1시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앞 해변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아시아영화펀드 지
원작 24편 선정

장편 독립극영화 ‘만월’ 등…4개 부문 선정, 부문별 2억 지원
제23회 BIFF에서 첫 선

다이내믹부산 14면
영화도시 부산

제13회 부산국제어
주제별 섹션 구성, 파격적 개·폐막식
린이청소년영화제
영화·청소년에 집중, 다양한 변화 시도 호평
폐막

다이내믹부산 14면
영화도시 부산

서머 스페셜 2018

여름에 즐기는 영화축제
8월 19일까지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4면
영화도시 부산

제1회 해외아동청
소년예술축제

세계 최고 수준 아동청소년 공연 부산서 즐긴다
7월 24~29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아세안과 한국의
옷, 빛과 색으로 지
은 시’

‘옷’,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국을 잇다
한국·필리핀 의상미학 보여줘…9월 2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Summer Fantasy
합창으로 만나는 가객 조용필 노래
2018-조용필의 50
7월 26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년, 여행을 떠나요’

7/25 “올여름, 부산이 뜬 ‘스카이스캐너’ 부산 왕복항공권 검색 87%↑
다”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해수욕장 톱 10’…해운대 1위 등 5곳
이름 올려

“양심이 당신의 행
살기 좋은 부산, 쓰레기 잘 버리기부터
동을 비추고 있습니
서면 지하상가 등 쓰레기 투기 방지 이색 조형물
다” 캠페인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시민명령 1호’ 안전 현장점검단 편성…시민안전 위협요소·위험시설 관리실태 점검 다이내믹부산 02면
도시 만들기
재해복구사업 추진실태 확인,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실태 점검 종합
2018 부산바다축
제

공연·체험·해양레포츠 등 시민·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
8월 1~5일…해운대・광안리・송도 등 5개 해수욕장

다이내믹부산 03면
초점

부산드림결혼식

우리만의 특별한 결혼식 어때요?
예비부부 원하는 장소 제공…추억 남을 이색 결혼식 진행

다이내믹부산 04면
부산시민 행복하게

2018년 더 행복한
가족 리마인드웨딩

“신혼보다 더 행복한 가족 되세요”
여성문화회관, 노년 부부 10쌍 ‘리마인드웨딩’·언약식

다이내믹부산 04면
부산시민 행복하게

어르신 교통사랑 카 부산 어르신, 역시 멋지십니다!
드 발급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동참 7월에만 1,220명 적극 호응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시민 모두 함께

‘맞춤양복’ 소공인
‘맞춤 양복’ 50년…부산대표 백년장인으로
지역 거점가게 육성 부산시, 기술력・장인정신 인정 소공인 지원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청년디딤돌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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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2,000명에게 구직활동비 200만 원
월 50만 원 4개월 간 학원비·교통비로

다이내믹부산 11면
힘내라 청춘

부산시보

일자

시책
2018 부산 청춘드
림카 지원사업

8/8

보도내용
산단 취업하면 전기차 렌트비 드립니다
최대 3년간 월 35만 원까지…만 21~34세 청년 30명 모집

출처
다이내믹부산 11면
힘내라 청춘

부산시 방사능 누출 부산시, 라돈 방출 막는 비닐 무료 제공
대책 시행
밀봉하면 방사능 검출 막아…라돈측정기 10월부터 추가 대여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30부산월드엑스
포 유치 UCC 공모 2030부산월드엑스포 UCC 공모…8월 21일까지
전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여름방학 프로그램

믿고 보낼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 어디 없나?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서 다양한 활동 정보·인증 여부 확인

다이내믹부산 13면
즐거운 방학·행복한
휴가

대한민국 국제해양
레저위크

시원한 요트 질주, 여기서 저렴하게 체험
8월 10~15일 송도해수욕장・수영만 일원

다이내믹부산 13면
즐거운 방학・행복
한 휴가

2018 부산국제록
페스티벌

“YB・노 브레인・3호선 버터플라이…” 이거 실화냐?
여름밤 달구는 록의 성찬, 국내외 유명 밴드 이름 올려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Summer Ballet
Festival

세계적 발레리노 김용걸 등 국내 최정상 무용수 출연
8월 4~5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야외상영회

잠 못드는 밤, 영화와 함께 피서 즐겨볼까?
영화의전당 여름 특집 야외상영회・시사회 인기

다이내믹부산 15면
영화도시 부산

‘시네마차이나 부
산’ 개관

영화로 만나는 중국 역사와 문화
중국영화상설상영관…중국영화 공급·한글 자막 제작

다이내믹부산 15면
영화도시 부산

DMZ국제다큐영화 사실과 진실 사이, 묵직한 울림을 응시하다
제 아카이브 특별전 DMZ와 다큐멘터리의 만남을 통한 DMZ 재조명

다이내믹부산 15면
영화도시 부산

부산시 폭염 총력대 무더위 쉼터·횡단보도 그늘막 확대…재난도우미 활동 강화
응
부산시민공원 24시간 개장, 해운대해수욕장 야간 개장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공공기관장 인사청
문회 도입

부산시장・시의회 의장 합의…실무협의회 구성
인사 투명성 확보·시민 알 권리 보장 제도화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자갈치크루즈 취항

‘자갈치크루즈’ 타고 부산바다 즐기세요
자갈치시장~암남공원~태종대 운항 관광유람선 취항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민선 7기 조직개편

5실·4본부·9국·4관·90과 체제로 개편
시민이 부산 주인`…‘개발·성장’→‘사회적 가치’ 중심 대혁신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시민 인권 강화·소
통 창구 확대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설립・국가기념일 제정 온 힘
인권옴부즈맨 운영…시민 참여형 SNS 콘텐츠 확대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폭염 극복 대책

부산 곳곳 생수・수박 나눠주고 낡은 주택 옥상 ‘쿨루프’ 시공
구청·학교에 어린이 물놀이장, 냉방 ‘주민 쉼터’ 24시간 개방

다이내믹부산 04면
폭염 극복 슬기롭게

폭염 극복 야간 문
화프로그램

아~열대야, 잠 못 드는 밤엔 오세요
부산시민공원 24시간 개방, 태종대유원지 영화 상영

다이내믹부산 05면
폭염 극복 슬기롭게

첫 임시회 폐회…12건 안건 의결
시의회 제271회 임 조례안 9건 원안가결·1건 보류(‘부산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
시회
영 조례안’), 동의안 2건 원안가결·1건 수정가결(‘공유재산 관
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다이내믹부산 06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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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보도내용

나가자니 덥고…시원한 박물관에서 ‘박캉스’
여름 박물관 프로그
부산근대역사관·국립해양박물관·국립부산박물관·해양자연사
램
박물관 여름 맞이 프로그램

다이내믹부산 7면 무
더위 탈출

2018 부산원아시
아페스티벌 2차 라
인업 공개

다이내믹부산 9면 여
름특집

워너원, 세븐틴, NCT 127, 셀럽라이브 등 개막 공연
NCT DREAM, 페이버릿 등 폐막 공연

제4회 부산 국제창
부산, 청년창업 더 든든하게 지원한다
업 아이디어 경진대
9월 7~8일…앱 개발 공간 ‘오픈개발실’ 무료 개방
회

다이내믹부산 10면
창업하기 좋은 부산

2018년 조달청 벤
처창업혁신조달상
품 지정

벤처・창업기업 판로 확 열어드립니다…8월 17일까지 모집
공공기관 물품 구매 때 1순위 대상으로 지정

다이내믹부산 10면
창업하기 좋은 부산

부산형 드론 활용
부산 드론, 아프리카 난다…튀지니에 드론 활용 시스템 수출
시스템 구축사업 착
부산테크노파크·아프리카개발은행·튀니지 정부 합작
수식

다이내믹부산 11면
메이드인 부산 세계
로!

낙동김 해외 판로
개척

부경대·수협, 낙동김 가공 제품 독자 상표 출원
낙동강 하구서 생산한 김, 해외로!

다이내믹부산 11면
메이드인 부산 세계
로!

2018 원아시아페
스티벌 티켓 판매
개시

엑소·워너원 만나는 원아페, 티켓 판매 시작!
개막공연 8월 8일 오후 8시…폐막공연 31일부터 예매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ICT 비즈니
스 아이디어 공모

플랫폼·클라우드·빅데이터·ERP(전사적자원관리)·핀테크 등
자유로운 주제 선택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서민 목돈 마련 통장 가입하세요
청년희망키움통장 8월 13일, 희망키움통장II 8월 16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3면
복지정보

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맑고 투명한 실내악 선율에 여름더위를 잊다
다이내믹부산 14면
지역 최초 클래식 전용홀 개관 기념…8월 15~30일 11개 공연 문화

‘금난새와 함께하는
음악으로 보는 연극적 상상력과 축제의 기쁨
클래식은 내 친구8월 17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카니발 오브 뮤직’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얼렁뚱땅 미술놀이
터 2018

작가들과 함께 만지고 뛰어노는 미술놀이터 열린다
8월 11일~9월 16일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8 부산비엔날
레

‘비록 떨어져 있어도’…2018 부산비엔날레 포스터 공개
분리・분열・대립 전시 주제 담아…갈등 시각화 위해 4종 개
발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중앙버스전용차로 존폐 ‘시민 숙의로’
시민과 정책 결정과정 협치…직접 민주주의 ‘활짝’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시-HUG, 남해안권 도시재생 이끈다
부산~경남~전남 잇는 도시재생협약 추진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8/15 BRT공론화위원회
구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임 행정부시장 인 ‘부산 전문가’ 정현민이 돌아왔다
사
2015년 5월 행정자치부 편입 이후 3년여만에 귀환
OK 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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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부산, 시민 공감・협치가 먼저다”
민선 7기 소통창구 ‘OK 1번가’ 각계각층 시민 참여 활발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부산시 산하 공공기
정책 수행·업무 능력 중심으로 ‘인적 쇄신’
관장 46명 전면 교
공정·투명한 채용 원칙…전국 대상 공모
체

출처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어린이집 버스 ‘갇힘 사고’ 없도록 “확인 또 확인”
안전장치 의무화…어린이 모두 하차 최종 확인 않으면 경고음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태풍・폭우・폭염 등 발생 때 문자・방송・카톡으로 정보 전
원 클릭 재난상황전
달
파시스템 특허
학교·마을·아파트방송에도 전파…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범시민 안전신고 캠 재난예방 안전신고 부산시민 ‘다 함께’
페인
참안전인상·포상금제 도입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2018 부산국제광
고제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국제광고제

슬리핑 차일드 체크

기찬 ‘아이디어 전쟁’…23~25일 해운대 벡스코
20,342편 출품 ‘세계 톱4’ 규모…1,719편 본선 진출

공공기관장 인사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제도 마련해야”
증제도 도입 정책토
‘지자체 자율성 확대’ 한 목소리
론회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2018년 어린이・
청소년 의회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빨리 커서 큰 일 할래요”
부산지역 내 초·중·고교생 50명 참여

2018 힐링 잡 콘서 박장호 씨 취업특강…연극 관람·취업상담부스 운영
트
8월 24일 KNN시어터…250명 선착순
일본취업합동박람
회 in 부산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일본어 좀 한다면 일본 취업 도전해봐요
다이내믹부산 10면
IT·여행·서비스·제조업 등 43개 기업…8월 25~26일 부산시청 일자리부산

금융권 공동채용 박
기업·국민·농협은행 등 부산서 온라인 면접
람회 화상면접관 설
8월 20~22일 선착순 모집…우수 면접자, 서류 전형 면제
치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부산

부산 신발업체 해외 2018 베트남 신발·피혁 전시회…140억 원 수주 상담 성과
다이내믹부산 11면
진출
2018 중국 광저우 신발·피혁 전시회…30억 원 수주 상담 성과 다시 뛰는 부산 신발
첨단신발융합허브
센터 설립

부산 신발, 뭉치면 뜬다
올 11월 사하구 감전동 설립…8월 20일까지 입주 기업 모집

다이내믹부산 11면
다시 뛰는 부산 신발

부산시 복지실태조
사

복지실태조사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복지예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데이터 구축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부산비엔날
레

깊고 단단한 시선…34개국 65개 팀 참가 확정
‘비록 떨어져 있어도’ 주제…주제의식 관통 작가 선정

다이내믹부산 14면
미술과 출판

‘늙은 자전거’

한 평생 연극에 헌신한 원로 전승환 연출가에 바치는 헌사
8월 18~24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무대와 공연

‘몸으로 쓰는 시-바 안무가 양성, 소걸음으로 준비하는 한 걸음
디 랭귀지’
8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무대와 공연

‘남북교류 평화콘서
남과 북, 부산에서 하나로 울려 퍼지다
트-하나 되는 아리
8월 23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랑’

다이내믹부산 15면
무대와 공연

8/22 부산시 장기 숙원사 중입자가속기 등 내년 국비 확보 ‘순항 중’

업 정부예산안 반영 부산시, 추가 확보 위해 국회 등 통해 전방위 노력
자성고가교 철거

연내 철거 시작 내년까지 완료
시 ‘OK 1번가’ 시민 제안 실행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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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부전도서관 공공개
발

부산시-부산진구 전격 합의…논란 부른 민간투자사업 철회
‘교육·문화공간’ 새 단장 급물살…원형 살려 ‘시민 품으로’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맑은 물 생산·공급
총력 대응

부산시·시민단체, 낙동강 하굿둑·보 개방 요구
정수공정 꼼꼼 점검, 수돗물 관리 온 힘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신북방·신남방정책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부산에 큰 기회”
철도·항만·조선·수산 등 ‘나인 브리지’ 프로젝트 주도적 역할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피란의 어제, 통일
의 내일로’

전쟁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통일로…
서울서 도착한 ‘피란열차’, 부산서 ‘통일열차’로 새 출발

다이내믹부산 04면
변화의 시대, 부산은

부산형 공론화 제도 ‘공론화’ 실효성 있게…만능 수단 아닌 차선책으로
매뉴얼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비용편익 분석 거쳐 시행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형 숙의민주주의

부산시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강화

부산시의회, 제73주년 광복절 맞아 ‘부산광복회’와 간담회
김병길 애국지사 찾아 위로…자긍심 높일 조례 제정 약속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제1회 부산국제여
행영화제

영화, 여행을 만나다…‘맘마미아2’ 등 6편 무료상영
8월 31일~9월 2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 즐기기

양식업 피해 최소화 기장 연안 고수온 현상…10만8천 마리 폐사
총력 대응
부산시, 대응장비 제공·재해보험 가입 독려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규제혁신 현장간담
회

“중소기업 성장 막는 규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무1차장·부산시 경제부시장, 기업인 50명 참석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4차 산업 전시행사

‘4차 산업 선도도시 부산’ 보러 오세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2018 K-ICT위크 인 부산’·‘2018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8월 부산 문화행사

끝나가는 여름, 집에만 계실 건가요?
‘부파랑 트랙&트립’·‘인문학 소풍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명지
시장 전어축제’ 등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부산국제사
진제

나에게 사진이란? 숙명의 질문 던지는 두 번째 사진축제
9월 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부산디자인센터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1회 낙동강생태
공원 사진공모전

낙조・철새・강…생태공원 아름다움 사진에 담았다
9월 30일까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특별전시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아시아영화
28개국 374명 지원…총 24명 선발
학교 참가자 최종선
교장 중국 로우 예 감독, 9월 27일~10월 14일
발
2018 부산마루국
제음악제

음악의 마루에서 음유시인의 숨결을 느끼다
8월 29일~10월 16일 부산문화회관·국립부산국악원 등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조윤범과 함께하는
즐겁고 유쾌하게…낮에 듣는 아름다운 클래식
마티네 콘서트 시즌
8월 29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4’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샹탈 아커만 특별
전’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영화에 담은 새로운 페미니즘 세계
9월 9일까지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8/29 부산시 산하 공공기 전문성 갖춘 인재 선발 원칙,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하게”
관 수장 39명 전국
공모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첫 시행…공사·공단 사장·이사장 후보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2019 정부예산안
부산 내년 국비 6조613억 원 확보
다이내믹부산 02면
부산지역 국비 확보 정부예산안 투자사업 대거 반영, 2018년보다 7,186억 원 늘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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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태풍 대처상황 보고 재난안전본부 조기 가동…태풍 ‘솔릭’ 큰 피해 없었다
회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점검·선박 대피 등 신속 대응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신공항 TF 김해신
공항 확장안 문제
제기

다이내믹부산 03면
동남권 관문공항

신공항 TF, ‘타당성 용역’ 위법성・절차하자 지적
법·과업지시서 무시 드러나…현장조사도 안해

부산 1만명+ 일자
“부산, 모든 정책의 최종 목적은 일자리”
리 창출 프로젝트를 부산시・부산상의 ‘공동선언문’ 지역 기업 1~5명 씩 채용 확
위한 공동선언문
대

다이내믹부산 04면
일자리 부산

자동차부품·조선기 부산시, 수출보험 보증료・수출보험료 지원
자재 업계 지원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청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경제

자갈치건어위판장
개장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경제

잠수기수협 위판장 입점, 남포동위판장 자갈치시장으로 이전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

시의회 제272회 임 8월 30일~9월 12일 개최
시회
부산시 4천896억·교육청 684억 원 추경예산 심사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서민경제 살리기·일 부산시의회, “서민・소상공인 먼저 챙긴다!”
자리 창출
서민경제특위 구성, 일자리·경제 관련 조례 심의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부산시의원 공무 국
시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원천 차단한다
외 활동에 관한 조
시의원의 해외여행 허가·보고 절차 강화
례안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제6회 부산스토리
텔링축제

부산 담은 인기·창작 가요 공연…음악다방·피란 시절 간식체험 다이내믹부산 07면
9월 7~8일 부산박물관 야외광장
시민중심

피란수도 부산 버
스투어 ‘부산의 재 밀면・주먹밥 먹으려 옛 부산 이야기여행 어때요?
발견, 피란수도에서 12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평화수도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강화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하고 자격 취소
부모 불안 해소 위해 예방대책 강화…‘안심 보육’ 컨설팅·종사
자 교육 확대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다이내믹부산 10면
어린이 안전

가을 개학 앞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하게
학교 주변 위험요인
교통・식품・위해업소・불법광고 등 꼼꼼히 살펴 안전사고
일제 점검・단속
예방

다이내믹부산 10면
어린이 안전

부산~싱가포르 정
기편 개설

부산~싱가포르 직항 타고 바로 간다
내년 상반기부터 주 14회 정기 운항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하늘길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 확대 건의안
제출

“공항 귀빈실,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더욱 효율적인 공항 이용 방안 도모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하늘길

재난배상 책임보험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종 시설
미가입 업체 과태료
9월 1일부터 최저 30~최고 300만 원
부과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부산비엔날
레

부산비엔날레, 올해도 시민과 함께 완성한다
오귀스텡 모르 신작 참여, 노래・개막식 퍼포먼스 참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철-인’

F1963, ‘철과 사람’이 만나 예술 꽃피운다
신진 큐레이터 야심찬 기획, 사진 입체 등 100여 점 전시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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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부산시향의
Ochestra+이별의
순간’

9/5

보도내용
쇼스타코비치 재주, 연주로 들으세요
9월 6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출처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23회 부산국제영 한 발 한 발 앞으로…서서히 드러나는 2018 BIFF
화제
주요 섹션 주인공·심사위원·수상자 발표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 ‘자주 도시외
교’ 선언

신남방·신북방 정책 선도…아시아 경제·문화 중심도시 도약
2030년 글로벌도시 30위권 목표…시민행복 동북아 해양수도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산 7곳 선정
일자리 1,144개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기대…맞춤형 컨설팅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울경 TF・국토부 소음・안전 ‘재검토’ 안 되면 김해신공항 보고회 ‘보이콧’
실무회의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용역 부실” 사실상 인정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부산 신공항 추진사 1990년대 부산도시계획에 ‘신공항’ 첫 제기
(史)
김해공항 확장은 신공항 아닌 ‘미봉책’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동북아 해양수도 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큰 그림 나왔다
산
인프라·산업·문화·중추기능 관련 ‘발전 전략’ 발표·의견 수렴

다이내믹부산 04면
도시비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즉시 설치

8월 27일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안전장치 즉시 설치
1,560대 연말까지 완비, 갇힘 사고 절대 없도록

다이내믹부산 05면
아이가 행복한 도시

돌봄교실・방과후
교실에 제철 과일
제공

“얘들아, 제철 과일 먹고 건강하렴”
초교 ‘돌봄교실’ 등에 친환경 과일 간식 공급

다이내믹부산 05면
아이가 행복한 도시

시의회 제272회 임
8월 30일~9월 12일 개회. 조례안 등 22건 안건 심사
시회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부산시의회, 일자리 만들기 힘 보탠다
경제활성화·일자리
다이내믹부산 06면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창출
열린 의회
조례 제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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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문화프로그램

김애란·김숨·강원국…작가들에게 직접 듣는 책 이야기
독서의 달, 강연·인형극·전시…지역 도서관 행사 ‘풍성’

다이내믹부산 07면
책 읽기 좋은 가을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동네서점, 마을 사랑방으로 거듭난다
읽고 싶은 책 지역서점서 대출…독서동아리 책・활동장소 지
원

다이내믹부산 07면
책 읽기 좋은 가을

지역 맞춤형 일자리 부산시・공공기관・금융계 일자리 만들기 올인!
창출
지역 맞춤형 일자리 13만개 창출 목표

다이내믹부산 10면
일자리 부산

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기의 지역 소상공인, 부산이 재기 돕습니다!
프로그램
특수채권 채무감면,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 지원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제24회 부산창업박 인기 창업아이템, 궁금하면 벡스코로~
람회
외식·건강·레저·VR 등 업체…9월 13~15일 제2전시장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부산대·한국해양대
아시아시장 진출 노하우 배우러 오세요
금융대학원 본격 운
파생금융·해양금융 과정…빅데이터 등 실무 중심
영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부산시 보건환경연
구원 2019년 연구
사업 과제 공모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감염병, 식약품, 대기환경, 물환경, 동물위생 분야
9월 14일까지 공모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공원에서 희희낙
락’

가을 성큼! 주말엔 가족 함께 공원 나들이
부산시민공원・어린이대공원 9월 16일까지 거리예술출제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제2회 부산웹툰페
스티벌

순정만화 거장 김혜린~마인드C・가스파드…꼭 보러 가야해!
9월 14~16일 부산글로벌웹툰센터·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제2회 맘스 플리마
켓

육아 맘들이 직접 만든 육아물품과 생활용품 판매
9월 12일 해운대 센텀필상가 1관 CLA센터 7층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제23회 부산국제영 BIFF 정상화 원년…‘화해’와 ‘화합’의 영화제로 치른다
화제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 폐막작 ‘엽문 외전’, 79개국 323편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영화영상정책 발표

영화영상발전 5대 전략·22대 중점 과제 발표
BIFF 위상 재도약·영상산업 선순환 구조 마련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부산비엔날
레

2018 부산비엔날레 8일 개막…평화 메시지 전한다
초코파이 10만개 협찬 받아 평화・화합 메시지 표현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8 제6회 부산지 연극·음악·무용·DJ파티·푸드트럭 운영, 온가족 함께하는 한마
역 공연장 상주단체 당
페스티벌 ‘야동요’
9월 14~16일 동래문화회관 일대
‘놀이하는 아세안’

‘놀이’로 만나는 아세안 역사·문화 조명
아세안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전…9월 14일~12월 2일

9/12 김해신공항 부・울 국토부, 3.2km・V자형 활주로 강행…부산시민 기대에 못미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경 실무검증단
구성

쳐
부산시,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전력

산성터널 개통

북구~금정구 직결 산성터널 18일 개통
화명동~장전동 27분→7분, 통행료 9월 말까지 무료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제1회 부산시-BPA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 힘 모읍시다”
고위급 정책협의회 민선 7기 시정·항정 연계, ‘항만도시 부산’ 위상 제고

다이내믹부산 04면
도시비전

도심 제한속도 60→50km, 도착시간 비슷하네
도심 차량 제한속도
서면↔하단・노포・덕천 3개 구간 출퇴근・낮・심야시간 실
하향 조정 실증조사
증조사

다이내믹부산 05면
교통안전

부산시의원 공무 국
해외연수 심사·보고 절차 강화
외 활동에 관한 조
외유성 행사에서 실질적 해외연수로 변모
례안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복지환경위 덕산정
수장 현장점검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부산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복지환경위 덕산정수장 등 점검, 낙동강 녹조 근본대책 촉구

소상공인 종합 지원 창업초기 소상공인, 1%대 저금리 특례자금 지원
대책 발표
수수료 부담 없는 부산형 제로페이・상권 활성화 등 담아

다이내믹부산 10면
소상공인을 응원합니
다

우리동네 골목활력 중구 대청로 99번길 등 낡은 간판・벽 환경 개선
증진 지원사업 추진 오래된 동네 이발소 32곳 세련된 남성미용실로

다이내믹부산 10면
소상공인을 응원합니
다

물가대책 종합상황
실 운영

차례상 차림 걱정없도록…부산, 물가 안정 온 힘
32개 품목 중점관리…원산지 표시 지도・점검반 운영

다이내믹부산 11면
추석 물가 안정

똑똑 문안서비스

혼자 쓰러지면 어쩌지? ‘똑똑 문안서비스’가 도울게요
부산시 휴대전화 통화량 분석 고독사 예방서비스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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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부산찬가 뮤직비디
오 공모

보도내용
‘부산찬가’ 뮤직비디오 시민의 손으로
부산시 SNS 콘텐츠 공모…유튜브 게재

출처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태종대 도심공원 체
11월 25일까지 매주 주말 진행
험승마 프로그램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8 부산비엔날
레

다이내믹부산 14면
2018 부산비엔날레

2018 부산비엔날레, 65일 미술 대장정 시작됐다
‘초코파이 함께 먹어요’ 등 관객 참여・상상력 번득이는 작품

제23회 부산국제영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새로운 영화의 바다 보인다
화제
개막식 사회자 배우 김남길·한지민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코폴라와 드 팔마
의 21세기’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브라이언 드 팔마의 초기작·최근작
9월 11~22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9/19 ‘새로운 10년 부산

글로벌 금융기업·인재 몰려드는 ‘부산 맞춤형 모델’ 구축
금융-4차 산업혁명 연계…동북아 금융중심지 위상 ‘우뚝’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시-더불어민주 부산 도심 경부선 철로 지하화 ‘파란불’
당 예산정책협의회 금융·해양·영화영상 분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대

다이내믹부산 02면
국비 확보 예산정책
협의회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공식 사과

부산시, 31년 만에 인권유린 공식 사과
특별법 제정, 피해보상·명예회복 촉구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마을돌봄센터 설치

초등생 방과 후 돌봄시설 모든 읍・면・동에
2022년까지 206개 읍·면·동 초등학생 돌봄체계 구축 완료

다이내믹부산 04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
시

학교 주변 보도・
보행로 설치

“안전하게 등하교 하세요”…초등학교 39곳 보행로 신설
113개 학교 보도 없어…보행로 설치 가능한 곳 우선 개설

다이내믹부산 04면
아이키우기 좋은 도
시

부산도서관 문화공
원 조성

부산도서관 앞 ‘사색마당’ 등 대규모 문화공원 조성
사상구 덕포동 3,160㎡ 규모 내년 완공

다이내믹부산 05면
도심공원 확충

국립달음산자연휴
양림 정식 개장

기장군 일광면 달음산…2012년부터 65억 원 들여 조성
숲속의 집·잔디광장·산책로 등 시설 다채

다이내믹부산 05면
도심공원 확충

명장공원 조성

2만2천226㎡ 규모…2019년 8월 말 준공 예정
무장애 숲길·숲속 도서관·아로마원 등

다이내믹부산 05면
도심 공원 확충

금융중심지 전략’

송상현광장 ‘도시놀 LED풍선·나무블록 조립 즐기는 문화공간
이터 프로젝트’
9월 13~12월 13일까지

다이내믹부산 05면
도심 공원 확충

8월 30~9월 12일 개최. 25건 안건 심사(21건 처리, 4건 보류)
시의회 제272회 임
다이내믹부산 06면
부산시예산 11조5천409억원·교육청예산 4조2천432억 원 의
시회 폐회
열린의회
결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지방분권 헌법에 명시하라!”
관련 법률 개정 촉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요구
구 결의문’
전시 보고 민속놀이 즐기고…추석엔 박물관으로
전시·공연·체험…추석 연휴 시민 참여 프로그램 ‘풍성’

다이내믹부산 07면
시민중심

조선해양기자재 제
“위기의 조선업, 저금리 대출로 수혈해야”
작금융 특별대출 지
부산시, 수출기업 신용보증료・수출보험료 지원 나서
원 프로그램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추석 민속놀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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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부산시보

일자

시책
자율주택정비사업

보도내용
단독·다세대 주택 재건축 쉬워졌어요
조경기준·용적률 등 규제·절차 완화

출처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부산형 창업밸리 조 2023년까지 창업지원시설 56곳→70곳으로 확대
성
주거·사무실 갖춘 부산형 창업특화밸리 연말 착공

다이내믹부산 11면
창업도시 부산

부산시 규제혁신 트 규제가 사업 발목을? 트위터로 신고하세요
위터 계정 개설
부산시, 신산업・일자리 분야 과감하게 혁신

다이내믹부산 11면
창업도시 부산

추석연휴 전통시장
전통시장 주차 편하게 하세요
주변도로 임시 주차
10월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허용

다이내믹부산 12면
추석 즐겁고 편안하
게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23~25일 광안대교・거가대교 “무료”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버스 운행시간 연장

다이내믹부산 12면
추석 즐겁고 편안하
게

임신·출산·육아 의
료 정보 공유 프로
그램

최신 육아정보·잘 나가는 아기용품 다 모았다!
‘맘 편한 부산’·‘2018 부산 베이비&키즈페어’ 둥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8 레저・스포
츠 페스티벌

전동휠・스포츠클라이밍 해보고 싶다면?
10월 5~7일 센텀 KNN 광장…24종 인기 종목 체험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예산 바로 쓰기 시
민감시단 모집

임기 2년, 무보수 명예직
내년 1월부터 활동 예정. 10월 17일까지 신청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추석연휴 전시회

‘혼으로 이어온 맥’…9월 26일까지 부산박물관
‘고대인의 멋, 귀걸이’…11월 11일까지 복천박물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임시수도 기념관 국 6・25전쟁 아픔 품은 임시수도기념관, 국가 사적 된다
가지정문화재 지정 경남도지사 관사·대통령 관사 이용…1983년 부산시 인수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화이트테이블 아트
페어-부산

협동조합으로 현실의 벽 뚫는 젊은 예술가 패기와 열정
부산·경남 신진작가 작품 전시·판매…10월 5~15일 부산시민
회관 전시실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BIFF 오픈 시네마

작품성·대중성 겸비한 신작 및 국제적 관심 이끈 화제작 상영
10월 5~12일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 중견작가 초
대-부산의 힘’

중견작가 10명이 보여주는 부산의 힘
9월 28일~10월 17일 갤러리 을숙도 1, 2전시실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10/3 남북교류 선도도시 부산시장 ‘10·4 선언’ 평양행사 참석
부산

유라시아 물류허브 위상·역할 강화…동북아 해양수도 대도약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맑은물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

부산시민 마실 ‘맑은 물’ 확보 민・관 함께
낙동강 수질 개선 등 노력, “지역 당면 문제 협치로 해결”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시내버스 300번 산 도시철도 1·2호선 잇는 지선 역할, 다른 노선과 환승 기능 ↑
성터널 운행
장전동~화명동 구간 운행, 장전초 일원 보도 설치 중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부산시, 피해생존자 실태조사 등 절차 진행
특별법 추진 등 10개 요구사항 적극 수용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비문등록제’ 추진
부산시 동물복지 정
다이내믹부산 04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개소, ‘유기견보호센터’·‘고양이 종합
책
동물복지
복지·문화센터’ 건립 예정
부산시 재난대응시
스템 정비

안전감찰・지능형 CCTV…‘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현장 영상 자동 분석…신속 대응체계 도입

다이내믹부산 05면
시민안전

61

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보도내용

10/10 부산시 안전보안관 “가족과 이웃 안전, 우리가 지킬게요”
출범

62

부산시 ‘안전보안관’ 출범, 각종 불법행위 신고 앞장

출처
다이내믹부산 05면
시민안전

횡단보도 신호등 보
사람 통행 적은 횡단보도 신호등
행자 자동인식시스
보행자 오면 자동 인식해 ‘초록불’
템 시범 운영

다이내믹부산 05면
시민안전

부산시의회 현장점
검

부산시의회, 산성터널, 지역 복지시설 등 현장점검 활발
복지환경위…사회복지단체 등 소통 강화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부산 가을축제

동래성 전투·활기 넘치는 장터…다 보고 가실게요~
‘자갈치축제’·‘영도다리축제’·‘동래읍성역사축제’

다이내믹부산 07면
부산 가을축제

2019년도 부산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모집

잠재력 큰 중소기업 글로벌기업으로 키운다
10월 8~15일 모집…해양·융합부품 등 5개 분야 100곳 선정

다이내믹부산 10면
힘내라 부산기업

첨단신발융합허브 “최첨단 신발 개발・연구 마음껏 하세요”
센터 입주기업 모집 10월 8~12일 입주기업 모집

다이내믹부산 10면
힘내라 부산기업

북방경제도시연합
부산~일본~러시아 노선 내년 4월 시범운항
환동해권 정기 순환
일자리·항만·여행업 등 관련분야 매출증가 기대
크루즈선 시범운항

다이내믹부산 11면
크루즈산업

불법자동차 집중단
속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 꼼짝 마!
10월 무단방치·불법구조 변경 차량 집중단속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청년희망날개통장

저소득 근로 청년 자립·목돈마련 지원
본인 360만 원+부산시 지원 360만 원+이자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8 부산국제영
화제

10월 4~13일…아시아 최고 영화축제 펼친다
5개 극장 30개 스크린에서 79개국 324편 상영

다이내믹부산 14면
2018 BIFF

대(對)북한 교류사
업 추진

부산시장, 평양 방문…5대 분야 교류 제안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공동영화제 개최 등…북한도 관심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민선 7기 지방자치
100일 맞이 시민
소통행사

부·울·경 토크콘서트 10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산시의회 협치콘서트 10월 10일 부산시청 1층 로비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시 태풍 피해복 주택・상가 등 30여 곳 침수, 곳곳 가로수・신호등 쓰러져
구
큰 안전사고·인명피해는 없어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광역시 영상콘
텐츠공모전 시상

부산의 ‘오리지널’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나세요
대상 ‘부산은 원조의 원조다!’ 등 수상작 8편

다이내믹부산 02면
통합

부산시 남북교류 5
대 사업 제안

지방정부 중심 남북 상생 물꼬 터
부산 주도 경제·문화 교류 본격화…유라시아 물류허브도시 대
도약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부마민주항쟁 국가
부마항쟁 기념일 10월 16일로 뜻 모았다
기념일 지정추진 날
내년 항쟁 40주년…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짜 결정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2018 힐링부산
1530건강걷기 사
업

하루 30분 3개월 걸었더니, 2천200만 원 모였다고?
시민 1,118명 참여…적립금 모아 취약계층 수술 지원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행복

노(老)노(No) 프로
그램

다양한 놀이 즐기며 건강한 노년생활 보낼 프로그램 마련
가을 숲 향기 찾기·숲속 운동회 등 건강한 노년생활 도와

다이내믹부산 05면
도시공원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10/17 부산시의회-서울시 “부산・서울시의회, 소통・교류 활발하게”

의회 업무협약 체결 복지・환경 분야 등 두 도시 현안 해결 힘 합치기로

출처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부산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토
론회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처우 개선하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정상화 등 각종 주제 발의

부산 가을축제

낙동강변~해운대…부산은 지금 축제 중!
다이내믹부산 07면
고등어축제·오륙도평화축제·박물관 어울림교육한마당·차이나
부산 가을축제
타운특구 문화축제 등

제2차 공공기관 부
산 이전 강력 촉구

“산업・수출입은행 부산행 막는 ‘법’ 개정하자”
부산시・상공계, 국책금융기관 부산 이전 총력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다이내믹부산 10면
금융도시 부산

부산 공공기관·금융
부산교통공사 201명 채용, 10월 22~26일 원서 접수
계 하반기 채용 발
BNK부산은행 30명 채용, 10월 15일까지 서류전형
표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경제

의료관광 허브도시
조성사업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의료 한류’ 부산이 주인공! 지역병원, 해외시장 개척 러시
부산대병원 등 13곳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진출

가을 여행주간 특별 을숙도 갈대길 걸으며 추억 만들기 어때요?
프로그램
낙동강하구에코센터·부산아쿠아리움 등 프로그램 풍성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다이내믹 부산 시민 부산 음식·관광지·역사·랜드마크 등 활용 다이내믹 부산 홍보
UCC 공모전
영상 유튜브 업로드 후 10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부산국제반
려동물산업박람회

반려동물산업 트렌드 확인, 다양한 반려동물 품목·서비스 소개 다이내믹부산 13면
10월 18~20일 벡스코 제2전시장
생활정보

부산국제음식박람
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 전시, 10월 18~21일 개최
여경래·이원일·미카엘 등 인기 쉐프 참석

제23회 부산국제영 2018 BIFF, 영화는 새롭고 관객은 즐거운 시네마 축제
화제
BIFF 정상화 원년 선언하며 출발, 남북공동영화제 개최 추진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다이내믹부산 14면
2018 부산국제영화
제

‘지석’ 제작 발표회

아시아 영화 발전 헌신한 생애와 열정 담은 다큐 제작
김지석 기리는 지석영화연구소 창설 공식 발표

다이내믹부산 14면
2018 부산국제영화
제

2018 부산원아시
아페스티벌

부산의 가을 물들이는 한류의 진수…이제는 BOF다!
엑소·워너원 등 K-팝 스타 총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오거돈 부산시장 취 행정개혁·지역사회 갈등 치유…동북아 해양수도 기틀 다져
다이내믹부산 01면
임 100일
BIFF 정상화·자주적 도시외교·금융중심지·부산 주도 남북교류 종합
부산 중앙버스전용
“중앙버스전용차로 시민 결정 수용”
차로 구축사업 계속
64일간 시민숙의 과정, “공사 재개” 의견 50.2%→61%
추진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준공 예정 시설 안
전대점검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산성터널 개통 뒤 통학로 없어 힘드셨죠?
천마산터널 등 준공 예정 시설 안전대점검

100일의 변화, 없었던 ‘길’을 만들다
부・울・경 시도지
오거돈 부산시장 “쏜살같은 100일, 23년 정체된 부산 변화 기
사 토크콘서트
틀 마련…이제 시작”

다이내믹부산 03면
민선 7기 출범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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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책

10/24 제8대 부산시의회
개원 100일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의회, “권위 놓고 소통・정책기관 되겠다”
7월 개원 이후 37건 안건 심사・5분 자유발언 32건・시정질
문 19건 등 의정활동 활발

다이내믹부산 07면
제8대 부산시의회 개
원 100일

일자리 풍성한 경제 부산경제 체질개선·혁신성장 ‘기반 착착’
혁신도시
39개 중·장기 세부 사업 추진

다이내믹부산 10면
민선 7기 출범 100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부산형 제로페이 도입해 소상공인 기 살린다
지원대책 발표
특별자금 확대해 1%대 특례대출 등 경영 부담 완화

다이내믹부산 11면
경제

제6회 대한민국평
생학습박람회

정부기관·대학·동아리 학습 정보 한자리에
10월 25~27일 벡스코·영화의전당 등 5개 지역 전시장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부산 사회적
경제 한마당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 여기 있다!…10월 28일 광복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참여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형 복지브랜드
이름 공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형 복지, 이름 붙여주세요
10월 31일까지 공모, 11월 중 수상작 발표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BIFC 건강걷기대
회

높이 289m BIFC 63층, 걸어서 올라가볼까?…11월 10일
10월 22일부터 홈페이지 신청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BIFF 정상화

BIFF 정상화 원년 선언, 규모·내용 모두 성공적
예술인 복지 강화·해양예술 키워 ‘행복한 문화도시로’

다이내믹부산 14면
민선 7기 출범 100일

제5회 세계인문학
포럼

세계 지성들, 우리 삶과 만나는 인문학을 고민하다
10월 31일~11월 2일 F1963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제5회 해운대재즈
페스티벌

가을바다에 쏟아지는 재즈 선율, 가을에는 재지하게~
정미조밴드·말로 등 공연…10월 30~11월 3일 해운대문화회
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제31회 부산합창제

부산지역 합창인들 하모니 한 자리에서 듣는다
10월 22~24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 보육시설 대폭 확대
차액보육료 지원, 보육교사·행정담당 매니저 확충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일몰제 대비 도시공
“시민행복 위해 공원 지키겠습니다”
원 보전 등 종합대
도시공원 90곳 74.56㎢, 1조600억 들여 매입 등 97% 보전
책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청사진 핵심
부산역 일원 철도시 부산역 고속철도 전용역 전환, 부전역 일반절차 기·종착역, 부
설 재배치 계획
산진역 물류기지 부산신항역으로 이전, 경부선 사상~범일 구
간 가야조차장 구내 이설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도시철도·광역철도망 대폭 확충,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
다이내믹부산 03면
대중교통 체계 구축 화, 어린이 무료·조조할인 등 도입
공감시정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2021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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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북교류협
력위원회

부산 주도 남북 교류 박차
유재수 부시장 방북, 경제협력 실무협의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민선 7기 보육종합
대책

아이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꼭 만들게요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 보육종합대책 발표

다이내믹부산 04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
시

부산시보

일자

시책
어린이집 특정감사

보도내용
부산, 어린이집 ‘비리’도 잡아낸다…1,897곳 특정감사
보조금 사용·급식 관리 실태, 통학버스 안전장치 등 점검

공공형 어린이집 확 민간・가정어린이집 23곳 공공형 선정…161곳 확대
대
보육 공공성 확보·서비스 질 높여

출처
다이내믹부산 04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
시
다이내믹부산 04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
시

맘스 컬쳐데이

‘B급 며느리’ 영화 볼 ‘A급 엄마’ 모이세요
11월 1일까지 시 홈페이지 신청

다이내믹부산 05면
아이 키우기 좋은 부
산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
회

“꼼꼼하게・알차게 검증하겠습니다”
시의회, 부산 교통・도시・관광공사-시설・환경공단・스포
원 등 공공기관장 후보 6명 인사검증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시의회 제273회 임 10월 16~26일 개최. 42건 안건 심사
시회
조례안 17건, 동의안 22건, 승인안 1건, 의견 청취안 2건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섬유・패션·뷰티산업 키워 경제 살리자”
섬유·패션·뷰티산업
다이내믹부산 06면
‘부산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뷰티산업
활성화
열린 의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회 부산불꽃축 27일 광안리서 화려한 불꽃쇼…문화소외층 무료 초대 확대
제
가족·연인·친구에게 전하고픈 이야기 소개 등 시민 중심으로

다이내믹부산 07면
제14회 부산불꽃축
제

자동차·조선기자재
코아텍·동방테크 등 10곳 인도서 240만 달러 계약 성과
업체 해외 수출 활
제이코·서광공업 등 10곳 두바이서 703만 달러 계약 성과
성화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위워크’ 부산 진출

사무실 공유 서비스 분야 선두기업…내년 초 부산사무소 개설
스타트업 교육·지원, 지역인재 채용 약속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2018 부산잡페스
티벌

부산서 일하고 싶으세요? 이력서 들고 오세요!
11월 8일 해운대 벡스코, 500명 채용목표…‘장애인 일자리박
람회’도 함께 열려

다이내믹부산 11면
일자리경제

부산시 대학생 학자 부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고민 도와 드릴게요
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2018년 발생 이자 지원…11월 2일까지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공직적폐 신고센터
운영

공공기관 부조리 바로 잡겠습니다!
시・구・군・출자기관 대상…12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신
고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9회 겨울철새맞
이

겨울철새 만나러 을숙도로 오세요
11월 16~18일 을숙도 일원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온 세상이 가을가을해! 같이 걸을까요?
가을 걷기 문화행사 ‘출발! 너랑, 나랑, 해파랑 로드랠리’·‘힐링부산 1530 건강걷기
대회’·‘18.845 금정산성길 걷기 여행축제’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UNESCO 세계기
록유산, 통신사 기
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혼을 만나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10월 26일~11월 25일 부산
박물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항도부산 등재지 선 2016년 등재후보지 선정 이후 첫 학술지 평가서 등재지 숭격
정
부산시 발행…지역사 연구 전문학술지 공인 받아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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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셰익스피어 ‘맥베스’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10월 31일 오후 8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우리 기쁜 좋은날’

국립부산국악원,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열 살 생일잔치
10월 27~28일 오후 4시 국악원 야외마당·연악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조재혁X이은결
IMAGES’

클래식 통역사가 번역해 주는 환상과 마법의 세계
11월 2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8 부산무형문
화재 한마당 축제

부산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잔치
10월 27일 오후 2시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2019

잠재력 있는 작가·독립기획자 발굴을 통한 창작활동 활성화
12월 7일까지 공모, 선정시 2019년 전시 기회 제공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10/31 ‘조선왕, 맥베스’

부마민주항쟁 국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기념일 지정 범국민
“내년 40주년 기념식은 대통령 참석 국가행사로”
추진위원회 출범식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시, 북한 금융
남북 상생 경제협력사업 구체화…북측 긍정적 반응
시스템 구축 기술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적극 참여
원 제안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형 시민총행복
지표

시민이 직접 ‘행복도시 부산 지표’ 개발
민선 7기 ‘시민이 행복한 부산’ 정책 반영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시 생활임금 대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 전국 최고 수준
폭 인상
기간제 근로자 등 시급 9,894원…올해 8,448원보다 17.1%↑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고령자 교통사고 사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시행, 면저증 자진 반납자 우대
망률 대폭 감소
부산, 작년 대비 사망률 35% 감소…비율 전국 1위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행복

생명숲 100세 힐링 남성 홀몸어르신 자립 돕는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센터
신체·정서·사회적 건강 증진 도움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행복

제29회 부산시민체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등 13개 경기장 16개 종목 구·군 대항전
육대회
11월 3일 오전 9시 30분 시작, 시상식 오후 5시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행복

깡깡이 예술마을

‘2018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공모전’ 최우수상
“부산 역사 살린 문화공간”…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우둑’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의 재발견

배산성지 일원 문화 ‘배산성지’, 묻혀 있던 건물터・성벽 위용 드러내
재 2차 발굴조사
1·2차 발굴조사 결과 종합…“왜적 침입 막는 요충지”

다이내믹부산 05면
부산의 재발견

시의회 제273회 임 10월 16-26일 개최, 총 47건 안건 심사.
시회
41건 원안·수정가결, 4건 심사 보류.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형제복지원 사건 진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실규명·피해자 명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등
예회복 특별법 제정
에 관한 법률’의 빠른 제정 촉구
촉구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턴 투워드 부산

전 세계 부산 향해 하나 되는 순간…11월 11일 오전 11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 행사…2014년부터

다이내믹부산 07면
턴 투워드 부산

턴 투워드 부산 부
대행사

2018 턴 투워드 부산 페스티벌…11월 3일 송상현광장
참전국 역상 상영…11월 10~11일 유엔평화기념관

다이내믹부산 07면
턴 투워드 부산

‘턴 투워드 부산’ 공 정신혜무용단 무용 공연…1분의 애도에 담긴 의미를 묻다
연
11월 9~10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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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이내믹부산 09면
한 번쯤 이곳

부산시보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부산지역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발표

동삼혁신지구 ‘STEM빌리지’ 조성…일자리 4천 개 창출 목표
문현혁신지구 해양금융·센텀혁신지구 영화영상산업 특화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조선・해양기자재
특별대출 지원프로
그램

조선・해양기자재, 수주계약만 하면 대출 OK!
연내 국책은행서 제작금융 3천억 원 보증 계획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역외 강소기업 대거 올해 1~10월 역외 기업 39개사 부산 이전
부산 이전
현대알비·금하이네벌텍 등 MOU 체결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저소득청년 목돈 마련 돕습니다
11월 14일까지 주민센터로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아마 이루어질 거
야, 사랑이’

18분은 짧아~ 아름다운 부산과 사랑 화면 가득
부산건축제 기획, 부산 공간·건축 담아…유투브·SNS로 공개

다이내믹부산 14면
영화도시 부산

부산영상위원회 신 김휘 케이프로덕션 대표 신임 운영위원장 선임
임 운영위원장 선임 2020년 10월 24일까지 임기

다이내믹부산 14면
영화도시 부산

‘잉마르 베리만 : 패
패션·예술로 만나는 스웨덴 영화 자존심
션과 예술에 남긴
제7회 스웨덴영화제 특별행사…11월 20일까지
유산’

다이내믹부산 14면
영화도시 부산

‘레오 맥커리 특별
전’

‘러브 어페어’를 안다면 여기 주목!…출연작 16편 상영
11월 18일까지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다이내믹부산 14면
영화도시 부산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18’

부산이 선택한 작가, 뜨거운 열정·날카로운 시선에 사로잡히다 다이내믹부산 15면
만 35세 이하 작가 발굴, 2월 17일까지
문화

‘부산팝스앙상블의 부산 재즈 뮤지션들이 펼치는 가을 가을한 재즈 선율
다이내믹부산 15면
추억으로 떠나는 음 11월 6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12월 8일 오후
문화
악여행’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박물관 신임 관 송의정 전 광주박물관장 신임 부산박물관장 선임
장 선임
주요 박물관 두루 거친 전문가,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기대”

11/7 부산 아세안 순방단 싱가포르…직항노선 개설 합의, 항만·금융·관광 협력 논의
부산형 OK 일자리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호찌민…도시철도 건설 참여 확대, 경제·교통·수산·행정 협력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좋은 일자리’…시민·기업 참여·소통 강화
부산경제 체질개선…세대별 맞춤일자리 집중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공공형 키즈카페 꿈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2호 ‘꿈누리’ 활짝
다이내믹부산 02면
누리 키즈카페 개원 서구 아미동 아동보호종합센터…원도심 주민 보육서비스 제공 종합
도심 명소 공영주차 민락수변공원 164면 규모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장 대폭 증대
30곳에 2,749면 조성 중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형 OK 일자리
4대 전략

“좋은 일자리…, 청년 살고 싶은 부산”
시민행복·혁신성장·지역주도·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다이내믹부산 03면
부산형 OK 일자리

부산시 일자리위원
회 출범

시장 직속, 일자리 발굴・인력양성 자문 역할
관 주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민 중심으로 혁신

다이내믹부산 03면
부산형 OK 일자리

구포가축시장 도시
계획시설사업

‘동물 학대’ 오명 구포가축시장 ‘역사 속으로’
주차시설・소공원 등으로 재정비…기존 상인 폐업보상 등 지
원

다이내믹부산 04면
동물복지

동물복지정책 시행

반려동물 양육 가정 34.3%, 유기동물 1년에 7천 마리
부산,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한 도시로

다이내믹부산 04면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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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보도내용

11/14 누구나 누리는 독서 공공도서관은 공부하는 곳? 문화생활 누려야죠!
복지 책두레 도서관

엄숙한 열람실 대신 북카페・전시실 갖춘 ‘책두레 도서관’ 확
충

다이내믹부산 05면
더 가까워진 도서관

부산도서관 통합 웹
부산 122개 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플랫폼 내년 완성
서비스 플랫폼 구축 ‘부산도서관 홈페이지’ 통해 시내 모든 도서관 자료 검색・활
사업
용

다이내믹부산 05면
더 가까워진 도서관

공공기관장 인사검
증제

부산 공공기관장 후보 첫 인사검증 마무리
시의회 인사검증특위, 후보 2명 ‘부적격’…후보자 자진사퇴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센터

예산낭비 찾았다면 제보해주세요!
11월 26일까지 개설…행정사무감사로 즉시 개선 요구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2018 영화의전당
늦가을에 만나는 환상의 빛
미디어파사드, 웨이
11월 9~17일 금·토요일 하루 3회 상영,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브파사드’

다이내믹부산 09면
한 번쯤 이곳

부산 아세안 순방단

싱가포르…스마트항만·블록체인 등 산업 협력강화
호찌민…부산기업 지원 확대 합의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 기업, 해외로

해외바이어 초청상
담회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144개 기업 참가
6개국 바이어·270회 상담…825억 계약 추진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 기업, 해외로

부산지스타 2018

겨울방학 뜨겁게 달굴 신작게임 보러 가자!
11월 15~18일 벡스코…30개국 622개 업체 2천874개 부스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부산글로벌테크비
즈센터

창업기업 연구개발 공간 빌려드립니다
강서 미음산단 내 준공, 지상 9층 규모·연구시설 66개실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남쪽빛 감성여행 통 부산・거제・통영・남해 여행 ‘쿠폰북’ 발행
합 쿠폰북 발행
코스 소개・할인정보 담아…각 지역 관광안내소서 배부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철새사랑 곡류 모으 철새 먹이 공급…오래된 잡곡 모아 에코센터 창구로 접수
기
시민과 함께하는 겨울 철새 먹이주기 행사에 활용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 경품이벤트

세금 아끼고 환경 살리는 승용차요일제 신청하세요
11월 30일까지 가입 차량 자동 응모…12월 7일 당첨자 발표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8 부산가을연
극페스티벌

심장이 쫄깃해지는 생생함, 소극장 연극에 빠져보세요
부산 대표 7개 소극장 참여, 11월 25일까지 이어져

다이내믹부산 14면
가을에 만나는 연극

‘사랑해요 당신’

신들린 연기 명품 배우들이 부산서 펼치는 가족극 한 편
11월 10~11일 오후 3·6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가을에 만나는 연극

‘부산영화를 만나
다’

‘부산표’ 영화, 개봉 앞서 시민에게 인사드려요
11월 10~11일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제7회 스웨덴영화
제

영화로 만나는 북유럽 감성
11월 9~15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청년작가 미술대전

부·울·경 지역 차세대 청년 작가 육성 프로젝트
청년부 자유주제, 청소년부 부산 환경 사랑 주제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홍영철의 유산, 부
산영화를 담다’

흩어진 사료 모아 한국영화사 더듬은 오롯한 발자취
9만여점 중 200여 점 최초 공개, 연말까지 영화체험박물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시 내년 예산안 12조9천123억 원 예산안 제출…올해 대비 7.6%↑
편성
‘사람 우선’·‘경제 살리기’·‘시민 삶의 질 높이기’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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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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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시 예산정책협
의회

부산 발전, ‘원팀’으로 통 크게 뭉쳤다
부산시·지역 정치권 참여, 부산 현안·국비 확보 초당적 협력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형제복지원 인권유
린 피해자·가족 명
예회복 및 배상

행정부시장 직속 ‘형제복지원 사건 전담 TF팀’ 출범
피해자 상담・자료 수집 나서…피해자 요구사항 적극 반영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엘시티 비리 연루
공무원 감사·징계

공공기관장 후보·고위공무원 비리 연루 사실 뒤늦게 드러나
11월 19일 부산시감사결과처분심의회 개최…해당 공무원 징
계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2019년 예산안 배
분

‘사람 우선 부산’…사회복지보건 예산 총합 4조8천97억 원
‘경제 살리기’에 3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1조 가량 투입

다이내믹부산 03면
2019년 시민 퍼스트
예산안

북항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건립 관련 ‘재검토’ 입장에 변함없다”
건립 재검토 재확인 7월 오페라하우스 건립 재검토…다각도로 방안 검토

다이내믹부산 03면
2019년 시민 퍼스트
예산안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 발표

부산,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격 시행
2019년 1학년부터…2021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복지

청년 월세 지원 사
업

부산 청년 1,000명 월세 10만 원 지원
만 18~34세 중위소득 120% 이내 1인 가구 대상…전국 최초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복지

생활밀착형 국민체
육센터 건립

영도구에 30억, 연제구에 8억3천만 원 국비 지원
‘스포츠로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 만드는 데 기여

다이내믹부산 05면
삶의 질 더 높게

부산시 제274회 정 11월 12일~12월 21일 개회. 올해 마지막.
례회
부산시·교육청 예산안 심사·결정 및 행정사무감사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부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청소년 한부모・미혼 한부모가족 생활・자립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긴급생활비 및 주거 지원

다이내믹부산 07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라 트라비아타’

만추에 만나는 캐주얼 오페라…‘라 트라비아타’ 재해석
11월 16일~12월 1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 즐기기/걸어서
만나는 부산 역사

‘알기 쉬운 태국&타 아세안문화원에서 만나는 생생 타이
이 페스티벌’
한국·태국 수교 60주년 기념행사…11월 24~25일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 즐기기/걸어서
만나는 부산 역사

‘경제활성화 with
부산상의’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지역경제 살리기, 부산시·상의 ‘원팀’ 뜬다
일자리·해외 개척·규제 혁신 등 5대 분야 공동협력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및 중
소기업 동반성장 상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200억 일자리 펀드 조성
생펀드 업무 협약
고용우수·사회적 기업 등 지원…신규직원 20만 원 축하금
식’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창업 공간·초기 사업 자금, 도와 드립니다
부산시 창업지원 프
부산·싱가포르 투자사 500억 규모 펀드 조성, ‘위워크’ 서면 1
로그램
호점 내년 상반기 개장, ‘2018 벤처창업 페스티벌’

다이내믹부산 11면
창업하기 좋은 부산

시제품 제작 돕고, 멘토 소개해 드립니다
부산시 창업지원 프
기업 맞춤형 13개 펀드 운영…1,521억 규모, 부산창업카페
로그램
2·3·4호점 개관, 3D프린터·제작 스튜디오·오픈개발실 등

다이내믹부산 11면
창업하기 좋은 부산

69

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11/21 2019년 공영주차
장 월주차 이용자
모집

미니태양광 발전설
비보급지원사업

보도내용
11월 15일~12월 17일 신청…2019년 1년 내내 이용
고령자·임산부에 75면 우선 배정, 367면 추첨 선발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전기료・환경오염 줄이는 미니태양광
선착순 940가구 설치비 지원…실부담금 9만~28만 원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홈리빙&생활 11월 22~25일 벡스코 제1전시장
용품 전시회
베이비용품 특별전 동시 진행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8 부산비엔날
레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11월 11일 폐막, 서부산시대 연 첫 걸음…새로운 가능성 발견
공정성 확보 플랫폼 시도, 응집력 높은 전시 큰 호응

제20회 부산독립영 ‘영화도시 부산’ 키우는 독립영화 매력 즐기세요
화제
11월 22~26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엄유민법 전
국투어 콘서트

엄기준·유준상·민영기·김법래, 최고 뮤지컬 배우 4인방 출연
11월 24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아빠 집, 반송’

해운대 콘텐츠 3부작 완성, 동네 역사·사람 얘기 담아
11월 21~22일 오후 8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좋아海 사랑海’

팬덤 거느린 신세대 소리꾼 김용우·이생강 명인 등 출연
11월 17일 오후 7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 스마트시티 비 “‘스마트시티’로 우리 삶이 바뀝니다”
전·전략
사람중심·시민행복 스마트도시 본격화, 4차 산업혁명 선도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본청·사업소 용역직원 645명 정규직 전환…협의기구 구성
공정·투명 절차 진행…연내 마무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버스정류소 온열의
자 설치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버스 기다리세요
BRT 구간 11월 말까지, 모든 버스정류장 22년까지 설치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2018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

부산시민 2천 명 “사랑의 김장 함께 버무려요”
다이내믹부산 02면
지역 27개 기업・단체 1억3천200만 원 후원…홀몸어르신, 소
종합
년소녀가장 등 3,500세대 전달

부산 스마트시티 비 스마트시티로 ‘도시 시스템·시민 삶의 질’ 혁신
전・전략
안전·교통·환경·관광…스마트 인프라 확충
4차 산업혁명 특별
위원회

기업・학계・공공・연구기관 참여, 과제 발굴 등 컨트롤타워
역할
부산 스마트교차로 세계가 주목

다이내믹부산 03면
스마트시티 부산
다이내믹부산 03면
스마트시티 부산

부산시·한국환경기술연, 1차 정밀조사…주민 재조사 요구 수
‘라돈 과다’ 논란 아
용
파트 전면 재조사
라돈 대응 전담팀 꾸려 24시간 신고·상담 접수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고시원・화재취약
시설 긴급화재안전
특별조사

스프링클러 없는 고시원 등 긴급 안전점검
‘방 쪼개기’ 등 불법 구조변경 특별조사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푸른 하늘 부산 프
로젝트

부산시민, 푸른 하늘 보며 맑은 공기 숨 쉬게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학교 주변 차량 통행 제한 등

다이내믹부산 05면
미세먼지 줄이기

시의회 남북교류협 “남・북 경제・문화교류 활성화, 부산이 앞장서자”
력 특별위원회 구성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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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부산시보

일자
11/28

시책

보도내용

출처

수능생 위로 행사

일 년 동안 고생했지? 부산이 위로해줄게
부산시립교향악단·부산시립합창단·부산시립무용단·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준비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 즐기기

부산 지스타 2018

지스타 영구 개최 추진…센텀시티 융복합타운·특화단지 조성
세계대회 유치·인력 양성 등 마이스 연계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 게임산업

넥슨 콘텐츠 페스티 넥슨 게임 캐릭터, 부산시청으로 몰려온다
벌
12월 1~2일 부산시청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 게임산업

첨단신발융합허브
센터 본격 운영

11월 15일 준공…소재·완제품·디자인·유통·연구 원스톱 제공
전 공정 집적화…기업·경쟁력 시너지 강화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청소년 우주과학캠
프

로켓 쏘고, 별자리 보는 우주과학캠프
12월 8~9일 금련산청소년수련원…11월 27일까지 시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19회 청소년 만
화축제

만화 잘 그리는 청소년 주목하세요
12월 1일까지 양정청소년수련관 접수…12월 7~8일 본선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동명성왕 그림자극
특별 공연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동명성왕 이야기
11월 28일 부산박물관 대강당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재:생’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6개국 폐산업시설 국제교류전
12월 23일까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평
가팀 중간보고 겸
공청회

BIFF, 프로그램·조직·운영 새 길 찾는다
각 섹션의 유기적 구성 및 성격과 정체성 모색에 초점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제36회 부산국제단 경쟁부문 출품작 공모…국제경쟁, 한국경쟁 두 부문
편영화제
한국경쟁부문 2019년 1월 3일, 국제경쟁부문 1월 9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9년 연주 일정
발표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부산시향, 전성기 맞은 음악가와 함께 한다
8월 제외 매달 1회 정기연주회, 19년 송년 음악회 2회

66회 을숙도명품콘 국악의 향기 만리를 가네…부산국악오케스트라 공연
서트 ‘고향만리’
11월 23일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오페라하우스 건립
재개

시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사 재개 결정
2022년 4월 준공 목표, 시민 공모로 명칭 선정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형 제로페이

자갈치・시청 상권 시범도입…내년, 부산 전역 확대
연 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시 최고정책회
의

“권한・예산・정보, 확 나누겠습니다”
자치구 중심 분권 시동, 수평적 동반자·협력관계 선언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시 장애인 인권 학대 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돕는다
보장
1년간 ‘학대’ 63건 판정…피해자 회복·가해자 처벌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형제복지원 사건 대 검찰총장,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30년만에 다시 법정으로
법원 비상상고
부산시장 특별법 제정 촉구, 부산시 피해자 명예회복 최선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민선 7기, 혁신성장·시민중심 조직개편
성장전략본부·환경정책실 신설

다이내믹부산 03면
공감시정

부산시 조직개편

부산시 문화예술 분 1,997억 원 배정, 올해보다 6.83%↑
야 예산 증액
문화예술 예산 지속 확대,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 ‘혁신’

다이내믹부산 04면
문화예술도시 부산

71

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출처

BIFF 단기계약직
부산시, 긴급 예산 지원 결정…총 3억 원 상당
스태프 체불임금 즉
“청년 노동 경시 관행 바로잡을 것”
시 지급

다이내믹부산 04면
문화예술도시 부산

‘북항의 기적’ 프로
젝트

다이내믹부산 05면
동북아 해양수도 부
산

북항 중심 역사·문화벨트 조성…‘동북아 해양수도’ 면모 조성
근·현대 역사 체험하고 문화·예술·휴식 누릴 수 있게

시의회 부산시・부 취약주거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소방인력 및 소방인프라 확
산시교육청 행정사 충, 부산시정 홍보 강화…‘다이내믹부산’ 발행부수 확대, 학교
무감사
급식 질 높이는 방안 등 제시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

‘대규모 도시개발’ 원점부터 꼼꼼히 챙긴다
오시리아관광단지·엘시티·북항재개발 등 5개 현미경 조사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2018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

이웃사랑 담은 김치, 올해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온정 가득 김장 행사 줄이어…‘사랑의 온도탑’ 나눔 시작

다이내믹부산 07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2019 공직박람회

공무원 되는 ‘다양한 방법’ 확인하세요
12월 5일 벡스코 제2전시장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부산시-회가내스
신증설 투자양해각
서 체결

세계 1위 금속혼합분말 제조사 ‘회가내스’ 한국 진출
부산에 4,700만 달러 투자…미음산단에 공장 증설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미니일자리박람회

장년층·경력단절자 등의 재취업 기회 확대…160여 명 채용
1`2월 5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부산시 조선산업 활 LNG추진선 140척 발주해 조선업 활성화 마중물
력제고 방안 발표
연내 7천억 원 규모 제작금융 특별대출 추진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조선업

2018 조선해양기
해외바이어 25개국 100여 명·국내 70개 업체 참가
자재 글로벌 네트워
하루 1억1천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
크 구축 상담회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 조선업

‘남극-정물・궤적
・유산’

미지의 땅 남극, 전시로 만난다
내년 3월 3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부산 빛축제

12월 부산, 반짝반짝 ‘겨울왕국’ 변신
제10회 광복로 부산시민트리문화축제·해운대라꼬 빛축제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1세기 일본 영화
의 재조명’

멜로·청춘·애니, 21세기 일본 영화의 모든 것
12월 6일까지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부산 오페라
WEEK

3개 오페라 단체 참가, ‘라 트라비아타’ 등 공연
11월 27일~12월 2일 부산문화회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민선 7기 시민소통플랫폼 ‘OK 1번가’ 시즌 2 오픈
3천명 이상 공감 청원 부산시장 직접 답변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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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동절기 민생안정 종 부산시장, 가스누출 피해자·가족 위로
합대책 가동
“민간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 지시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동절기 강설 대비
올 겨울 폭설 대비 교통대책 ‘만반’
유관기관 합동 교통
3월 15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대책 회의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교통상황 특별 생방 눈・비 올 때 교통상황 특별 생방송
송 실시 협약 체결 부산시-TBN 부산교통방송 협약…라디오 통해 실시간 제공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시보

일자

시책
2030 세계등록엑
스포

보도내용
부산시, 2030엑스포 유치 “중단 없는 전진”
BIE 사무총장 만나 “2030년 부산 개최 적극지지 당부”

출처
다이내믹부산 03면
2030부산엑스포

어린이 교통안전 시 스쿨존 6곳 전신주 85개에 노란색 표지판 설치, 추가 계획
범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등

다이내믹부산 04면
아이 키우기 좋은 부
산

일시가정위탁 제도
도입

다이내믹부산 04면
아이 키우기 좋은 부
산

“보호 필요한 어린이 안전하게 보살펴드려요”
2019년부터 아동 일시・전문가정위탁 시행

낙동강 하굿둑 현장 “물은 시민의 생명, 청정 상수원 확보에 사활”
간담회
낙동강수계법 개정·동남권 맑은 물 확보 로드맵 등 공식 건의

다이내믹부산 05면
먹는 물 더욱 깨끗하
게

부산시 수질검사 강 부산 수돗물 수질검사 더 깐깐하게
화
최첨단 장비 추가 도입…검사항목 266종→279종

다이내믹부산 05면
먹는 물 더욱 깨끗하
게

부산시・부산시교
육청 2018년 행정
사무감사

보육기관 부정행위 행정처분 강화 요구, 의료기관·어린이집 종
다이내믹부산 06면
사자 결핵관리 철저, 부산관광택시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 부
열린의회
산신용보증재단 적극적 보증공급 등 제시

민생경제특별위원
회 출범

민생경제 제도적 지원…11월 29일 현판식·본격 활동
내년 10월 25일까지 1년간 활동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부산 겨울방학 특강 부산 도서관·과학관…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풍성
프로그램
수강료 무료…창의력 키우고 재미·학습효과 두 배로

다이내믹부산 07면
평생학습도시 부산

국제산업 물류도시 규제 확 풀었더니 기업 이전・일자리 ‘쑥↑’
신발산업 입주 허용 신발기업 10곳 부산행…1,200명 고용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L-CAMP’ 부산

부산시-롯데 스타트업 함께 키운다
1년 단위제…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관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사회적가치 혁신사
업 기본계획 선포

부산 공공기관, “지역인재 더 뽑겠습니다”
부산청년 채용비율 30% 이상 확대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제4회 가덕도 대구
축제

속이 확~풀리는 대구탕 드시러 오세요!
12월 15~16일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대항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희망키움통장I

일하는 수급가구 목돈마련 돕습니다
12월 14일까지 주민센터로 신청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제17회 부산국제아 수고한 내게 주는 연말 선물, 그림 한 점 어떨까?
다이내믹부산 14면
트페어
국내외 작가 200여 명 참가…12월 6~10일 벡스코 제2전시장 문화
2019 부산평화영
화제

공식경쟁부문 출품작 공모
2019년 1월 31일까지…2019년 5월 중순 개최

제44회 부산미술대 부산 미술 이끌 역량있는 신인 작가 발굴
전
12월 25일까지 부산현대미술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이(爾)’

영화 ‘왕의 남자’ 원작…부산시립극단 창단 20주년 기념
12월 13~1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2018송년음악회
뮤지컬 갈라쇼-클
라이막스’

동네사람들과 한 해를 보내는 완벽한 방법
12월 11일 오후 7시 30분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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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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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국비 확보

6조2,686억…지난해보다 5천582억↑, 사상 최고액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핵심 예산 국비 충당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시 2018년도
청렴도 1등급

민선 7기 부산시 청렴도 ‘1등급’
전국 17개 광역시・도 ‘유일’, 2017년보다 2개 등급 상승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부산 7개 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요청
주택거래 급감・미분양 증가…“주택시장 붕괴 우려 해소 절
실”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시・LH 업무
협력 협약

“북항 통합개발 연계 원도심 재창조”
12월 중 실무협의체 구성·구체적 사항 협의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2030세계등록엑스
포 부산 유치를 위 “부산, 2030엑스포 개최 최적조건 갖춰”
한 제5회 국제콘퍼 2025 오사카엑스포, 부산 유치에 영향 없어
런스

다이내믹부산 03면
2030부산엑스포

2030세계등록엑스
포 부산 유치를 위 엑스포 부산 유치, 정부도 힘 더한다
한 제5회 국제콘퍼 내년 상반기 엑스포 추진기획단 발족
런스

다이내믹부산 03면
2030부산엑스포

부산시장 상하이・ 부산시장, 상하이・광저우 방문 “협력 강화”
광저우 방문
관광・금융・항만산업 상생 약속, 도시발전 노하우 공유

다이내믹부산 04면
도시외교

베트남 국회의장 부 ‘부산-베트남’ 우호교류 증진·경제협력 방안 논의
산 방문
부산, 정부 신남방정책 출발점 입지 다져

다이내믹부산 04면
도시외교

버스 길 함께 만들
기 정책

다이내믹부산 05면
안전・편리한 대중
교통

BRT 계획 수립부터 공사·운영까지
전 과정 시민 참여·소통 통해 결정

부산 행복버스 만들 182번 시내버스 기사가 시민 생명 구해
기 사업
심장 멈춘 70대 승객 심폐소생술…‘행복버스 만들기’ 결실

다이내믹부산 05면
안전・편리한 대중
교통

시의회 2019년 예
산 종합심사

부산시 2019년 예산 11조6천772억 원, 당초보다 8천846억
↑
교육청 2019년 예산 4조2천108억 원, 당초보다 2천903억↑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 밖 청소년에게 희망과 지원을”
‘학교 밖 청소년 릴레이 정치회담’ 등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부산광역시 산하 공
스포원 이사장 후보, 능력·청렴 따진다…12월 13일 인사검증
공기관장 후보자 인
업무능력·정책검증 공개, 개인정보 비공개 진행
사검증 특별위원회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다(多)가치 쉬네마

애 보느라 힘드셨죠? 영화 보며 함께 쉬어요!
다이내믹부산 07면
12월 22일 오후 12시30분~7시30분 영화의전당 중극장·비프
다함께 행복한 부산
힐

부산 겨울행사

올겨울, 이런 행사 어대요?
다이내믹부산 07면
마음치유 콘서트·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제주사람 삶 담은 전시 다함께 행복한 부산

‘송승환의 오리지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작품
난타-부산공연’
12월 20~2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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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 즐기기

부산시보

일자

시책

12/19 휠라·데상트 부산

연구개발센터 설치

보도내용
휠라 연구개발센터 사상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내 입주
데상트 코리아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DISC’ 개소

부산시 스타트업 육 B-Cube…창업팀 위한 개별 사무·공용 공간
성 시설 개소
창업플러스 센터…34개사 80여 명에 전액 무료로 1년간 제공
스마트공장 구축

부산 기업 383곳 스마트기술 설비 구축
불량률 33%↓ 생산효율 16%↑…2022년까지 800개사 확충

출처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다이내믹부산 11면
경제

2018 대학생 소상
부산 대학생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매출 쑥↑
공인 서포터즈 지원
참가 기업 3달 만에 인지도 오르고 매출 3배↑
사업

다이내믹부산 11면
경제

2018 부산문화회
관 송년음악회

철학적인 음악, 임헌정이 들려주는 송년음악
12월 21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포르테 디 콰트로
콘서트-컬러스’

멋짐 뿜뿜, 네 남자가 들려주는 기막힌 화음
12월 22~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부산시립청소년교
향악단 ‘아듀2018
랩소디&댄스’

기타·바이올린 등 촉망받는 젊은 연주자 대거 협연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론더풀 투나잇’

지친 이웃에게 건네는 연극 권주가
12월 30일까지 무대공감소극장 at 젬스톤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해운대 연가’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발레와 뮤지컬
12월 16일 오후 2·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민선 7기 1호 명령
‘안전부산 만들기’
이행

행안부 ‘2018년 지역안전지수’ 특·광역시 유일 ‘1등급’
자연재해·교통 ‘2등급’…2016년 5등급서 개선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부산시청 1층 로비
꿈+도서관 조성

장서 3만 권 규모 복합문화공간 탈바꿈
부산대표도서관 분관 지정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무가선 저상트램 실
“오륙도에 국내 첫 무가선 저상트램 운행”
증노선 공모사업 신
경성대~이기대 1.9km 구간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
청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다이내믹부산 03면
2019년 부산 국비

‘경부선 철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국비로
균형 발전·SOC 확충, 해양수도 도약 사업, 미래 먹거리 발굴

부산시 여・야・정 부산시-지역 여야 국회의원 힘 모은 결실
상설협의체 구성
부산시 국회 상주반 가동, 더불어민주당·자한당 협력

다이내믹부산 03면
2019년 부산 국비

2018 부산시 안전
관리위원회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민선 7기 시민명령 1호 ‘안전’ 늘 기억해야”
민·관·군·경 40여 기관·전문가 등 참석…“위험요인 미리 파악”

부산형 도시철도 안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경영혁신 강력 주문
전대책 마련
“도시철도, 시민안전 강화하라”…관제시스템 보완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화재 취약 고시촌
점검

소방시설 꼼꼼히 살피고 안전관리 철저 당부
스프링클러 미설치 108곳 적발…연말까지 설치토록 지시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부산시 마을건강센
터

마을건강센터를 아세요? 주민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다이내믹부산 05면
16개 구・군 41곳, 혈압・혈당 측정부터 자살 예방까지 ‘활약’ 시민건강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2곳 더 유치
동구・사하구, 복지부 공모 선정…모두 6곳으로 늘어나

다이내믹부산 05면
시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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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시의회 2019년도
예산안 확정

‘예산똑띠’ 출범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11조6천661억 원, 교육청 4조2천108억 원
425억 원 삭감, 76억 원 증액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각계각층 시민 50명 참여
‘효율적 예산 집행+주민 협치 시정’

다이내믹부산 07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인디스토리 20주 한국 독립영화 산실 한자리에
년 특별전
12월 20~26일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09면
부산즐기기

오시리아 관광단
지 아쿠아월드 부지 수중호텔·콘도·초대형 아쿠아리움·워터파크 등 구비
‘개별형 외국인투자 내년 상반기 착공·2021년 준공, 2만7천300명 고용 효과
지역’ 지정

다이내믹부산 10면
활력 찾는 오시리아

이케아 동부산점 착 “지역 가구업계와 동반성장하겠습니다”…2020년 상반기 개장 다이내믹부산 10면
공
500명 이상 채용 목표, 다양한 연령대·계층에 일자리 제공
활력 찾는 오시리아
부산형 제로페이

폰으로 QR코드 찍고, 금액 입력 “결제 끝!”
소비자 소득공제율 높고 혜택 다양…수수료 ‘0원’ 가맹점 모집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부산청춘희망카 사
업

전기차 ‘트위지’ 생산시설 부산 이전…‘부산청춘희망카’ 활용
지역 청년들에 트위지 대여…취업 알선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육성

“부산 선도기업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부산시, 92곳 신규 지정, 금융 우대・마케팅 원스톱 지원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2019년 스포츠강
좌이용권

형편 어려운 청소년 마음껏 운동하세요
기초수급~차상위가정 만5~18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을숙도대교 퇴근시
간 요금 할인 시간
연장

을숙도대교 퇴근시간 요금 할인 30분 연장
2019년 1월 1일부터 오후 6~8시→오후 5시30분~8시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2018 부산문화회
관 제야음악회

2018년에 만나 2019년에 헤어지는 아주 특별한 새해맞이
12월 31일 밤 10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2018 송년 재즈 페 연말에는 재즈…열흘 동안 펼치는 풍성한 재즈 파티
스티벌
12월 19~29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문화가 있는 날 무
료 영화상영회

다이내믹부산 14면
문화

마지막 수요일에는 영화가 공짜
12월 26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장 문화예술 현자에 답이 있다…쓴소리・단소리 넘쳤던 소통의 4시간
인과 릴레이 간담회 오페라하우스 건립, 창작 연습공간 부족 해결 등 다양한 의견
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용관 대표이사 12월 14일 취임
‘부산을 알고 있지만 부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적임자’

부산시립국악관현 독일에 울려 퍼진 우리 소리와 신명…12월 14일부터 6박 8일
악단 독일 순회공연 함부르크 박물관·베를린 음악대학·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김해신공항 재검토
요구

“김해공항 확장 ‘폐기’…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부산시장 ‘김해신공항 재검토’, 지역 상공계·시민사회 ‘김해신
공항 백지화’, 부산상의 ‘가덕도 신공항’ 제기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다이내믹부산’ 혁
신

주간·16면·8만부→월간·24면·30만부, 2019년 2월부터
자매지 ‘부산이야기’ 통합

다이내믹부산 01면
종합

동구 자성고가교 철 ‘OK 1번가’ 시민제안 자성고가교 철거 시행
거
1월 3일부터 차량 통제, 10월 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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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부울경 광역교통실
무협의회

부울경 광역도로・BRT 건설 협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노의

다이내믹부산 02면
종합

신공항 토론회

“김해공항 확장, 미봉책에 불과하다”
예상교통량・여객수요 축소, 인근 지역 소음대책 ‘미흡’

다이내믹부산 03면
동남권 관문공항

주요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구포교 잔재 처리, 그린레일웨이, 천마산터널 준공 연기
“안전 확보가 먼저”…시민 불안・불편 사전 방지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온천5호교 30t 초
과 차량 통행제한

최근 정밀 안전 진단결과 ‘안전등급 D등급’ 판정
12월 1일 긴급 보강공사…1등급 다리로 재건설 계획

다이내믹부산 04면
시민안전

좋은 이웃 가게 확
대 캠페인

부산시・굿네이버스, 겨울방학 앞두고 100곳 추가 모집 완료
저소득 가정 어린이 급식카드 주민센터서 신청해 사용 가능

다이내믹부산 05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미혼모 마중물 프로 부산역에 미혼모 자립 지원 매장 ‘소당 한 그릇’ 전국 첫 개점
젝트
개점 한 달째 순항…새해 점포 확대 계획

다이내믹부산 05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부산시 제274회 정 12월 21일 폐회, 44건 안건 처리. 2018년 의사일정 마무리.
례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등 처리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 의회

부산시 개성공업지
구 현지 기업 지원
에 관한 조례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개성공단 입주 부산기업 지원, 조례 만든다”
남북교류특위, 내년 상반기 발의 계획

고준위방사성폐기
물 임시저장 방치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화…대책 마련 나서라!”
대한 대정부・국회 부산시의회, 대정부・국회 건의문 채택
건의안

다이내믹부산 06면
열린의회

2030부산등록엑스
“2030월드엑스포 반드시 부산으로”
포 유치 범시민추진
추진상황 보고, 부산 개최 당위성·부산 미래 발전 비전 공유
위원회 총회

다이내믹부산 07면
꿈꾸는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트 르노삼성 ‘트위지’ 생산공장 ‘스페인 바야돌리드→부산
위지’ 부산서 생산 자동차 부품산업 활기·일자리 창출 기대’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경제

사상공단 스마트시
티 조성

사상공단, 센텀시티 3배 규모 첨단산단으로
다이내믹부산 11면
기업지원복합·지식센터 건립, 일자리 창출·동서 균형개발 기대 부산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방 부산 전통시장, 마트보다 더 편하게
안
2022년까지 140곳 현대화, 주차 공간 늘리고 마케팅 지원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경제

부산-사가·오이타
직항로 개통

다이내믹부산 12면
생활정보

티웨이항공 12월 22일부터 사가·오이타현 노선 운항 시작
사가현 매주 월·수·일, 오이타현 매주 화·목·토 운항

올겨울 우리 아이 체험학습 “여기가 딱이네”
겨울 체험학습 프로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낙동강하구에코센터·부산박물관·국립
그램
부산과학관 등

다이내믹부산 13면
생활정보

‘2019 인순이 신년
2019년을 발칙하고 신나게~ 언니·로커와 함께~
콘서트 WITH 드니
2019년 1월 12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성호’

다이내믹부산 14면
색다른 송구영신-부
산에서 놀자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다이내믹부산 14면
색다른 송구영신-부
산에서 놀자

동심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
4개 주제 놀이마당…2019년 3월 3일까지 부산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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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미미랜드 스튜디
오’

어쩌면 영화배우! 인생사진 찍어주는 꿈의 스튜디오
영화의전당 ‘시티 오브 스타’ 리뉴얼…전문사진가 상주

다이내믹부산 14면
색다른 송구영신-부
산에서 놀자

‘굿! 굿(GOOD)이
로구나’

굿(Good) 한 굿으로 기해년 새해 희망 열다
2019년 1월 5·12·19·26일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오래된 극장 2018’

추억의 명화와 함께 감동에 젖는 송구영신…21편 상영
12월 25일~2019년 1월 24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다이내믹부산 15면
문화

시정일지

2018

시정 이모저모

시정 이모저모

시정 이모저모(1월)
일자

분야

1/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문화

오거돈 민주당
복당

강서구
서구

1/2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부산 상수도 요금 8% ‘껑충’… 3년 연속 올라

부산일보 02면

부산 12만 3000여 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부산일보 12면

황령산서 재선충병 발생

부산일보 12면

황령산서도 재선충 발생… 보고 지연 정황

국제신문 09면

광안대교 출퇴근시간 통행료 절반 할인

국제신문 02면

부산 상수도 요금 3월부터 8% 인상

국제신문 02면

원전 안전성 보고서 아무도 못 알아본다

국제신문 09면

2018년 한국해운 재건의 원년 된다

부산일보 01면

부산상의 회장 선거 “엄정중립·합의 추대”

부산일보 02면

“부산 상의회장, 합의로 추대” 원로회장단 경선 불가 뜻모아

국제신문 11면

부산 상장사 불황에도 배당 22% 늘어 4258억

국제신문 02면

해양진흥공사 7월 부산서 출범… 자본금 5조 확보 과제

국제신문 03면

“중국 대신 동남아로” 부산기업 시장개척 성과

국제신문 11면

부산 올해 2만3193세대 신규 입주…아파트 역전세난 우려

국제신문 12면

북극 진출 의향 부산기업 3년 새 3배로

국제신문 13면

내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당분간 부원장 체제로

국제신문 13면

국제여객터미널 작년 140만명 이용

국제신문 13면

학술연구총서 초량왜관 발간

부산일보 27면

무술년 새해는, 미술로 가득해

부산일보 27면

F1963 석천홀 개관

국제신문 08면

고품격 클래식부터 미술특별전까지…풍성한 문화성찬

국제신문 16면

오거돈 복당 신청 민주당 주중 확정

부산일보 01면

오거돈 “지방정권 교체 힘 보태려 복당”

부산일보 10면

오거돈, 민주당 복당

국제신문 01면

민주당 ‘무소속 지뢰’ 제거 안도 … 吳 당내 기반 구축 과제

국제신문 04면

적격성 심사 가덕 수리조선단지, 강서구 ‘플랜B’ 제시

국제신문 03면

부산 서구청사 ‘75층 복합청사’로 탈바꿈한다

부산일보 12면

새 서구청사 위 임대주택 700가구

국제신문 01면

영도대교 옹벽균열 안전진단 용역

국제신문 02면

해운대보다 수명 3년 짧은 영도 … ‘건강 격차’ 처방 내려야

국제신문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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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건강 격차 줄면 교육·일자리 지표 개선”

국제신문 03면

신항 배후단지, 8곳 845만㎡로 조성

부산일보 14면

‘금한령’쯤이야… 김해공항 여객 작년 1640만 돌파

부산일보 21면

부산상의 회장 합의추대 ‘신의 한 수’ 나오나

국제신문 15면

홍준표 “지방선거 책임공천” … 부산시장 경선 여부 ‘글쎄’

국제신문 09면

민주당 “적폐청산·지방선거 승리”

국제신문 09면

‘멋대로 보는 부산’ 덕포 1동, 바라보다

부산일보 28면

‘패기’ 넘치는 여성 감독과 배급사가 만났다

국제신문 21면

초량왜관 200년 역사를 들여다보다

국제신문 21면

강서구

2030년 강서구, 대저~명지 잇는 트램·둔치도에 테마파크

부산일보 19면

기장군

‘체증 대명사’ 기장 월평교차로 ‘숨통’

부산일보 21면

심야 술취한 행인 연신 무단횡단… 서면 중앙대로 위험천만

국제신문 10면

민락수변공원 공영주차장 묻지마 선불요금

국제신문 10면

송정서 일출 즐기던 서퍼들 하마터면…

부산일보 18면

부산시, 기간제 648명 정규직 전환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비정규직 441명 정규직 전환

국제신문 02면

부산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 강서·금정·수영 등 5개 구 신설

부산일보 27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14개 노선 확대

국제신문 06면

부산상의, 복합리조트 유치 속도낸다

부산일보 02면

‘신발 원페이스 접착시스템’ 세계 첫 상용화

부산일보 17면

BNK, 해운대에 미래형 디지털뱅크

부산일보 17면

BIFC 63층 무료전망대, 3월까지 개방 연장

국제신문 02면

북항 복합리조트 유치 본격화 … 오픈카지노 포함 ‘베팅’

국제신문 12면

부산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 ‘재도전’

국제신문 12면

부산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 2개월 연속 하락

국제신문 15면

부산중기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협력 논의

국제신문 15면

해양진흥공사 출범… 해양수도 부산 ‘활력’

국제신문 18면

부산공동어시장서 열린 새해 초매식

국제신문 18면

부산·울산 등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 3000만㎡ 조성한다

국제신문 18면

“제2 한진해운 물류대란 막자”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

국제신문 18면

“항만배후단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필요”

국제신문 18면

‘책임공천’ 당근&채찍 받은 PK 한국당

부산일보 05면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

1/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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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기장 삼각산
산불

동래구
부산진구
영도구
해운대구

1/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경선·부동층·뉴페이스 … 부산시장 선거 3대 변수로

국제신문 05면

부산 국민·바른정당 ‘통합 분위기 띄우기’

국제신문 05면

부산 수학문화관, 2021년까지 건립

부산일보 09면

원로 연극인의 ‘무대 인생’ 한 곳서 ‘오롯이’

부산일보 24면

해양인문학의 ‘알쓸신잡’ 펼쳐집니다

국제신문 22면

20세기 명장면과 인물 라이프 사진전서 만난다

국제신문 23면

예술가 ‘멋대로’ 바라본 사라질 동네 덕포1동

국제신문 23면

기장 삼각산 50만㎡ 소실 ‘대형 산불’

부산일보 01면

기장 삼각산 대형산불 15시간 만에 진화

국제신문 01면

야간에 접근 어렵고 헬기 못 띄워… 소방·공무원 악전고투

국제신문 06면

새해 벽두 산불로 부산 관공서 시무식도 늦어져

국제신문 06면

고도심 동래 명소, 마실길 ‘그림자’로 켜졌네

부산일보 10면

서면 국내 첫 청년문화특구 추진

국제신문 01면

해수부, 동삼하리 매립 목적 변경 승인

부산일보 02면

삼각산 인접 해운대CC 휴장 ‘불똥’

부산일보 09면

부산에도 ‘네모’ 가로수 대표 거리 올해부터 조성

부산일보 10면

해양클러스터 규모・혜택 다 줄었다

국제신문 01면

초고층건물 시 환경영향평가 폐지

국제신문 02면

남부발전, 지역 인재 채용 ‘희망 발전소’

부산일보 01면

부산기업 절반, 올해 수출 증가 예상

부산일보 17면

부산 무역업체 81% 올해 수출 긍정 전망

국제신문 12면

“부산상의 회장 이달 합의 추대”

부산일보 17면

부산상의회장 후보 3명, 9일 만나 합의추대 조율

국제신문 12면

뜨는 광복로, 지는 서면… 매출로 확인

국제신문 02면

북항 재개발 수익, 지역 분배·ODCY 매입에 투입해야

국제신문 03면

부산 소상공인에 2000억 저리 지원

국제신문 12면

부산테크노파크 덕에… 엔에프 작년 149억 수출계약

국제신문 12면

부산 가계부채 서울보다 가파르게 증가

국제신문 13면

낙동강 벨트, 또다시 ‘혈투’ 예고

부산일보 04면

서병수 대항마 찾던 한국당, 돌고 돌아 서병수 시장?

부산일보 05면

‘당협 위원장=총선 당선’은 오판, 전략공천 땐 ‘구시대 인물’ 낙인

부산일보 05면

‘여성 공천’ 또 물 건너가나… 부울경 ‘정치 女心’ 위기

부산일보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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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동남권신공항
기장군
남구
사하구
서구
1/5

부산 시정

부산 경제

84

보도내용

출처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에” 압도적 지역 여론에 긴장

부산일보 05면

여야 유력주자 포진…한국당 당협위원장 선정 ‘변수’

국제신문 04면

민주당 “吳, 통발 속 고기” 오거돈 “통발 삼킬 고래”

국제신문 05면

“박물관 체험도 해보세요” 부산박물관, 9~18일 운영

부산일보 24면

영화 대박! 부산서 이뤄진다

부산일보 24면

2018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은? 유럽 출신 외국인

부산일보 25면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공모 열기

국제신문 23면

“부산 대표극단으로 사명감 시민들과 더 가까워질래요”

국제신문 23면

‘무대 위 삶은…’ 원로 연극인들의 진한 고백

국제신문 23면

김해 신공항 건설 여론 양분

부산일보 12면

50㏊ 삼킨 삼각산 불, CCTV에 ‘범인’ 있을까

부산일보 09면

삼각산 산불 원인 오리무중 ‘원인미상’ 처리 가능성 높아

국제신문 08면

두산重 기장담수화 인력 전격 철수

국제신문 01면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됐다

부산일보 08면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첫 200만 돌파

국제신문 08면

‘반지하’ 충무지구대 언제까지…

부산일보 09면

부산도시철도 1호선 차량 5년 내 전면 교체

부산일보 01면

1호선 노후시설 개량 착수

국제신문 01면

‘소사~녹산 도로’ 6일 개통

부산일보 01면

녹산~소사 부산신항 배후도로 내일 개통

국제신문 07면

부산, 서울대 수시 합격 ‘서부산’ 약진

부산일보 02면

부산, 인구 분포 50대 연령층 최다 ‘중장년 도시’

부산일보 03면

방학인데도… 부산 청소년 독감환자 급증

국제신문 07면

갈수록 느는 여성공무원, 숙직 예외없다

국제신문 08면

북항 명소 ‘바다가 보이는 야영장’ 이용료 인하

부산일보 08면

부산 남항·북항에 유람선 띄운다

부산일보 08면

부산 남항·북항에도 유람선 관광 뜬다

국제신문 18면

벡스코 2020년 포화 “서부산 2센터 건립 앞서 기존 시설 확충을”

부산일보 16면

파리 ‘나폴레옹 다리’ 안전, 부산기업이 지킨다

부산일보 17면

부산 마이스 유치, 지난해 67건… 2016년의 배

부산일보 19면

부산 금융·물류허브 도약과 조선·車산업 부활 이끈다

국제신문 13면

부산 제조업 체감경기 ‘살얼음판’

국제신문 13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고용 위축 부산·울산, 일자리는 대조적

국제신문 15면

“오거돈 관료 이미지 외부인 본류가 지방정권 교체를”

부산일보 04면

이종혁・박민식・정경진 “나도 시장 후보”

부산일보 05면

‘파부침주’ 이종혁 “부산시장 선거에 올인”

국제신문 05면

보수정당 당료 부산 기초단체장 노크

국제신문 05면

PK판 ‘중진 실종’ 사건 지역 보수세력 위기 가중

부산일보 05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부산서도 공청회 열려

부산일보 10면

“부산 기초의원 정원 감축하면 서민정책 입안 차질”

국제신문 08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 중단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 ‘올스톱’

부산일보 01면

“담수시설 스톱…방관한 정부 책임”

국제신문 01면

3년 허송 2000억 시설…유지·관리 예산 없어 놀릴 판

국제신문 03면

강서구

항공사 직원 과실로 맥도생태공원 불

국제신문 08면

기장군

기장 지진·해일 대비 맞춤형 대책 짠다

국제신문 07면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서면 상권 다시 띄운다

국제신문 01면

구포개시장, 야시장 추진 또 ‘엇박자’

부산일보 10면

서부산 유통단지 늑장행정에 삐걱

부산일보 01면

부산 자동차고, 전국 최초 ‘고등학생 산업기사’ 배출

부산일보 03면

지역 공공데이터, 한눈에 본다

부산일보 09면

발달지연 영유아 위해 부산시 ‘방문 치료’ 지원

부산일보 10면

부산외곽순환도로 나들목 아찔한 교차 주행

국제신문 01면

개인택시조합 간부 대리운전 부산시 관리·감독 손놓고 방관

국제신문 09면

부산항 힐링 야영장 2월까지 주차비 감면 안전장비 무료 대여

국제신문 18면

부울경에 ‘토지보상금’ 4조 원 풀린다

부산일보 01면

고려개발, 해운대비치앤리조트 ‘통째’ 인수

부산일보 03면

수산 경영인 융자 지원 한도 늘어난다

부산일보 18면

“해운-조선 상생 실질 지원책 서둘러야”

부산일보 18면

김해국제선 청사 倍 키워도 북새통

국제신문 01면

부산도 도심공항터미널 신설… 슬롯 주중 20회 확대추진

국제신문 02면

연근해 어획량 2년 연속 100만t 미달

국제신문 18면

한국 ‘PK 기초단체장 氣 살리기’ 전략

부산일보 05면

공천도 아닌데… 한국당 부산 ‘당협 위원장’ 뜨거운 경쟁률

부산일보 05면

민주당 후보검증위 PK에선 유명무실?

부산일보 05면

부산 정치

부산진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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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누가 나와도 이기는데’ 민주당 ‘오거돈 딜레마’

부산일보 05면

현역 구청장 3선 도전, 與 신상해·강성권 대항마로

국제신문 04면

여야 중량급 10명 거명… 보수텃밭 민심 변화 주목

국제신문 04면

보궐선거 유력 해운대을 9명… 전직 측근들 대거 응모

국제신문 05면

조선산업의 시작 ‘깡깡이마을’ 100년 역사 담은 책 3권 완성

부산일보 10면

오석근 영진위 신임 위원장 “영화인과의 신뢰 회복 최우선”

부산일보 24면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 겨울미술관’

부산일보 24면

부산 기초 의원들 잇단 추문… 이번엔 ‘강서구의회 부의장’

부산일보 09면

삼각산 또 산불, 소방당국 또 ‘화들짝’

부산일보 10면

담수시설 관리비용 부담 정부·부산시 갈등 장기화

국제신문 01면

부산진구

“49층 아파트 건설 조망권 침해”

부산일보 10면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3년 뒤 센텀고 옆 이전

부산일보 08면

독감 앓는 부산… 한 달 새 환자 10배

부산일보 01면

SNS로 뜬 부산경찰 ‘SNS 자충수’?

부산일보 10면

부산교총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하라”

부산일보 12면

부산 ‘오존 농도’ 7대 도시 중 최악

부산일보 12면

6개월 직무정지된 부산 가락농협 조합장 … 대체 왜?

국제신문 15면

뿔난 부산 공인중개사들 “네이버서 방 빼겠다”

부산일보 06면

지난해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 70% 급감

부산일보 17면

부산시, 지역건설사 하도급 역량강화 팔 걷어

부산일보 17면

지역 유망 중소건설업체 대기업 협력업체로 키운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토종게임 ‘매드러너’ 인기 고공행진

국제신문 15면

한국 PK 당 지지도 올라도… ‘보수 분열’ 불안 증폭

부산일보 05면

반대 운동에 추가 공모설까지 PK 당협 인선작업 ‘이상기류’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영도당협 교체 반발 … 김무성 복귀 규탄대회

국제신문 05면

옛 상도동계 3인 부산시장 후보 변수

국제신문 05면

부산 클래식팬 ‘조성진 갈증’ 풀었다

부산일보 01면

“역시 조성진”… 부산 팬 사로잡은 쇼팽 스페셜리스트

부산일보 22면

피란수도 부산 유산, 세계유산 등재 ‘첫발’

부산일보 02면

‘피란수도 부산’ 세계유산 후보에 올랐다

국제신문 01면

국립부산과학관장에 신라대 고현숙 교수

부산일보 16면

부산과학관장 비전문·코드 인사

국제신문 01면

부산 문화
강서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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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남구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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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나만의 유물램프… 장인과 도자기·짚신·동래연 만들기

국제신문 23면

경찰 기장군수 인사개입 혐의 기소의견 송치

국제신문 09면

남구 일제수탈 현장, 다크투어리즘 명소로

국제신문 09면

도시철도 다대선 낫개역 경유 마을버스 노선 두달새 사라져

국제신문 08면

김해신공항~해운대 제2 대심도 도로 뚫는다

부산일보 01면

만덕 ~ 센텀 10분 대심도 12월 첫삽

국제신문 01면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부산 ‘행복마을’ 16곳 선정

부산일보 10면

부산 바다 품은 ‘해안 버스’ 추가 개통

부산일보 10면

부산항대교 경유 시내버스 노선 추가

국제신문 09면

‘메이드 인 부산’ 선물하세요

부산일보 01면

벡스코 부지 개발 공모 담합? 4개 업체 중 3곳 같은 투시도 제출

부산일보 03면

‘억대 연봉’ 부산 3만 명

부산일보 08면

선원복지센터 ‘부정 채용’… 감사 해수부 궁색한 변명만

부산일보 10면

민간전시·국제회의에 최대 1억 지원

부산일보 17면

부산상의 회장 후보 19일까지 합의추대

부산일보 17면

부산상의 차기회장 내주 결정… 불발땐 총회서 추대 유력

국제신문 02면

“부산 신항 배후단지 업체 선정 ‘일자리·물동량 창출’이 기준”

부산일보 20면

해양진흥공사 BIFC 입주 공들이는 부산시

국제신문 02면

마이스산업 동남권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제신문 12면

‘부산경남 차세대 기업인 클럽’ 회장에 조우현

국제신문 12면

신항, 새 배후단지 입주기업 수의계약으로 선정

국제신문 18면

부산항 크루즈 입항, 올해도 하락세 전망

국제신문 18면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회복 제도개선·정책방향 세미나

국제신문 18면

기선권현망 표준어선 현장보급 실시

국제신문 18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한도 상향·조건 완화

국제신문 18면

시·도의회 3분의 1 확보 못 하면 ‘식물 단체장’

부산일보 05면

여야 구청장-국회의원 ‘엇박자’ 어쩌나

부산일보 06면

“서병수만 한 후보 없다” 한국당 ‘힘 실어주기’로 급선회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되돌아오는 김세연, 반발 여론에 당 지도부 곤혹

부산일보 06면

결국 홍준표에 투항한 김세연… 국민·바른정당 통합 ‘악재’

국제신문 05면

김영춘 “이호철에 부산시장 출마 권유”

부산일보 06면

서병수 시장 시정 긍정평가 급등에 ‘화색’

국제신문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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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7면

캠코, 부산 동네서점 살리기 나섰다

국제신문 13면

부산문화회관 라이프전 개막

국제신문 02면

을숙도문화회관 ‘말러 전곡 연주’ 5월 스타트

국제신문 23면

부산예술회관서 ‘작은영화 콘서트’

국제신문 23면

곳곳 불법 소각장 불씨 품은 금정산

부산일보 09면

실종 전담팀 뜨니 실종자 발견 늘었다

부산일보 10면

자녀 셋 이상 다자녀 가정, 내달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부산일보 10면

‘찾아가는 장난감·도서 대여’… 올해 사하구·남구 추가 운영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올해의 경영대상 수상

국제신문 08면

산복도로 ‘만디버스’ 운행 중단… 5월 새출발

국제신문 09면

“부산 제품 사야 부산 경제 산다”

부산일보 01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4번째 공모

부산일보 08면

부산 기업 체감경기 바닥인데 소비심리 고공행진, 왜?

부산일보 17면

조선·해양플랜트 해외인증사업 효과 ‘톡톡’

부산일보 17면

시간당 이착륙 2회 더 김해공항 숨통 틔운다

국제신문 01면

신규노선 취항 늘지만… 동남권 항공수요 충족엔 역부족

국제신문 02면

차기 부산상의 회장 합의 추대 불협화음

국제신문 13면

부산 공영 도매시장 3곳 작년 거래대금 1조 돌파

국제신문 13면

정의화 통합신당 대표설 솔솔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PK 공천·당협 인선 ‘급변’

부산일보 06면

서병수 “이호철보다 오거돈이 더 편해…”

부산일보 06면

서병수vs이호철, 부산시장 선거 양자 대결 가나

부산일보 06면

한국 카바디 캡틴 부산의 이장군, 종주국 인도서 ‘슈퍼스타’
발돋움

부산일보 02면

1000원으로 클래식 공연에 와인까지

부산일보 02면

‘문화교류의 현장’ 초량왜관을 관광자원으로

부산일보 25면

색다른 영화의 바다에 빠져 보실래요

부산일보 25면

시대극·뮤지컬·축제… 시립극단 ‘명품 공연’ 쏟아진다

부산일보 25면

강서구

낡고 짜맞추고… ‘사람 잡는 타워크레인’ 불안 여전

부산일보 09면

기장군

산림과학원 “삼각산 화재원인 풍등 가능성”

국제신문 08면

사하구

공단 많은 사하구 학교, 공기청정기는 없다

부산일보 09면

중국~러시아~부산항 ‘新북방 실크로드’ 열린다

부산일보 01면

1/1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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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동네서점 도우미로 나선 캠코
부산 문화

1/15

보도내용

부산 시정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987년
6월항쟁
기장군
남구
부산진구
북구

보도내용

출처

“소상공인 지원에 부산시 2000억 푼다”

부산일보 15면

설 앞두고 가격표시 이행실태 점검

국제신문 14면

“메이드 인 부산 품질만큼은 최고, 전국적인 돌풍 일으킬 것”

부산일보 06면

‘합의추대 파행’ 부산상의 회장 선출 ‘투표’로 가나

부산일보 14면

갈등의 골만 깊어가는 부산상의 회장 합의추대

국제신문 14면

부산항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극 활용

부산일보 18면

해양·선박 지식산업센터 우암부두에 건립 집적화

국제신문 01면

한·덴마크 부산서 조선해양협력 논의

국제신문 02면

불안정한 부산 상장사… 공매도 세력 ‘표적’

국제신문 15면

부산항 2025년까지 3000만TEU시대 연다

국제신문 18면

PK 지방선거 ‘스윙보터’ 어디로

부산일보 04면

‘오리무중’ 부산시장 후보군 윤곽… 여야 “경선 어쩌나”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부산시장 경선 ‘김세연 카드’ 만지작

부산일보 05면

‘금정 당협 위원장’ 백종헌 예우 고민

부산일보 05면

與 기초단체장 선거 전략공천 확대 검토

부산일보 05면

본선 여야 양자구도 전망 속 노인층 표심 최대 변수

국제신문 06면

무주공산 보수 텃밭 … 민주당 1명·한국당 9명 각축

국제신문 06면

부산시립무용단 ‘보디 랭귀지’로 새해 첫인사

부산일보 22면

한국 대표 소리꾼들, 울산서 신명난 놀이마당

부산일보 22면

부산문화회관, SNS 서포터즈 모집

부산일보 22면

동백섬에서 떠나는 고미술 여행

부산일보 24면

지역 극단, 그들의 겨울은 뜨겁다

부산일보 24면

“서병수 시장 BIFF 사태 사과·책임져야”

국제신문 09면

“취업난에 공연 설자리 잃어… 청년문화 지원 절실”

국제신문 12면

부산시향, 신명 나는 사물놀이와 함께 신년인사

국제신문 21면

“1987년의 부산… 서울보다 더 뜨거웠지요”

부산일보 10면

부산이 잊지 말아야 할 ‘1987’ 노동열사

국제신문 09면

“유예된 개혁 전진”…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식

국제신문 09면

밝혀지지 않는 삼각산 화재 원인

부산일보 10면

명승·전망대·아픈 역사 품은 이기대… 평화를 열망하는 유엔공원

국제신문 12면

서면에 가면, 관광명소 있고

부산일보 02면

부산 덕천2 재건축 한화건설이 맡는다

국제신문 14면

89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보도내용

중구

임기 말, 너무 잘 나가는 3선 구청장님

부산일보 09면

북항 오페라하우스 올 상반기 착공

부산일보 01면

오페라하우스 상반기 첫 삽, 2021년 완공

국제신문 01면

부산 ‘에너지마을’ 가 보니

부산일보 03면

지방분권·시민주권·민생자치 부산 시민단체, 시민의제 찾는다

부산일보 04면

‘제2도시’ 간판 곧 인천에 뺏긴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노숙인 정신건강 돌봄사업 올스톱

국제신문 09면

낙동강 하굿둑 개방 3차 용역 착수

국제신문 10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부산지역 321명 확인

국제신문 10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첫날부터 접속 몰려 지연

국제신문 15면

지난해 연안여객선 이용객 1690만 명 ‘역대 최대’

부산일보 16면

‘부산 발전’ 빠진 부산시장 선거전

부산일보 01면

가덕 신공항 재추진·동서 불균형 해소·원전 안전 확보…

부산일보 04면

홍준표 “부산시장 선거 경선 위한 경선 안 해”

부산일보 05면

PK 지방선거 ‘지지율 1위 미적대고 꼴찌 목숨걸고…’

부산일보 05면

각계각층 신진 인사 영입 광역의원 ‘과반 이상 배출’

부산일보 05면

복당 막차탄 김세연 당협복귀 무산… 홍준표의 복안은

국제신문 05면

부산민주당 시의원 후보 1차 17명 공개

국제신문 05면

BISFF ‘국제화’ 놀랍네

부산일보 22면

부산 현대미술의 발자취 ‘한자리에’

부산일보 22면

세계적 석학 ‘브루스 커밍스’ 교수 부산온다

국제신문 10면

19명 학자·예술가가 마을버스로 누빈 부산

국제신문 22면

묵매도·산수도 그림이 아니다, 조선통신사의 기록이다

국제신문 23면

부산평화영화제 출품작 모집

국제신문 23면

부산상의 차기 회장 후보, 26일 결정

부산일보 01면

조성제 회장-후보 한발씩 양보… ‘갈등의 골’ 극적 봉합

부산일보 16면

부산상의 차기회장 26일 의원 간담회서 결정

국제신문 02면

상처만 남긴 ‘합의 추대’ 편가르기 심화 가능성

국제신문 15면

아우디 사상서비스센터 3배 확장 오픈

부산일보 17면

사상터미널 장거리 총알택시 불법합승

국제신문 08면

연제구

착공 논란 이마트타운 연산점, 공사 소음·진동으로 ‘또 논란’

부산일보 10면

영도구

‘영도 전차’ 50년 만에 영광 재현

부산일보 02면

1/16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상의 차기
회장 선출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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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1/1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영도구

보도내용

출처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결의 다진다

부산일보 01면

이낙연 총리 “신고리 공론화 지난해 최대 성과”

부산일보 04면

“버스준공영제 재원 해마다 6억대 증발”

부산일보 09면

금정구·북구 골목길 2곳… ‘셉테드’ 갈아입고 환하게

부산일보 10면

“2025년엔 낙동강 하굿둑 완전 개방을”

부산일보 10면

공공기관 웹사이트 ‘액티브 엑스’ 제거

부산일보 10면

센텀시티 산단에도 공동 직장어린이집

부산일보 19면

센텀산단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문 연다

국제신문 08면

북항~에코델타 10분 ‘제2대심도’ 속도

국제신문 01면

도시철도 불 꺼진 임산부 ‘핑크라이트’

국제신문 08면

‘니가 가라 하와이’ 부산국제호텔 역사 속으로

부산일보 02면

제주항공 “김해공항을 제2허브로”

부산일보 16면

부산 부동산 소비심리 꽁꽁… “집 사자” 5년 만에 최저

부산일보 16면

부산경제 올 2%대 성장 … 제조업 완만한 회복 전망

국제신문 12면

부산시 큰손 무슬림 모시기로 관광시장 다변화

국제신문 12면

“부산이 친환경 스마트선박 R&D플랫폼 최적지”

국제신문 18면

부산공동어시장 일용직 감소 여파 어획물량 제때 처리 못해

국제신문 18면

부산항 입항 외국선박 일부 중대 결함으로 출항 정지

국제신문 18면

北, 부산 세계마술올림픽 참가 ‘청신호’

부산일보 02면

이호철 “부산시장 불출마”… 지역 여권 ‘혼돈’

부산일보 04면

구관이 명관? ‘현직·유명인사’ 쪽으로 기운 PK 공천 기류

부산일보 05면

“당협 위원장 적임자 많지 않다” 한국, PK 조직책 인선 ‘재검토’

부산일보 05면

부산 한국당, 시의원 선거 ‘전력누수’ 막기에 골머리

부산일보 05면

이호철 조기 이탈 與 경선구도 요동

국제신문 01면

PK 당협위원장 선발 압박면접 … 지원자들 진땀

국제신문 04면

민주당 부산시당·해수부·시 오늘 해양현안 정책간담회

국제신문 18면

금강공원 케이블카 기존 노선 확장 유력

부산일보 10면

‘부산 문단 버팀목’ 오정환 시인 별세

부산일보 28면

부산 독립영화 산실 국도예술관 문닫는다

국제신문 02면

남북긴장 녹일 北 마술 40년 만에 부산서 볼까

국제신문 08면

‘시민이 알고싶은 공간과 기억’ 부발연, 부산학 연구과제 공모

국제신문 23면

‘영도 해녀문화’ 보존체험관 건립 본격화

국제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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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해운대구

1/18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92

보도내용

출처

세계 설치미술 거장 유작 ‘고철’로 버린 해운대구청

부산일보 01면

옛 해운대역사 공원화, 시민이 해냈다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55보급창 대체부지 마련을”

부산일보 01면

부산 대표 공공병원 ‘청렴도 바닥’

부산일보 09면

미세먼지 차량 2부제·비상저감조치 의무화 추진

부산일보 10면

초·중학교 코딩 전문 교사 확보 비상

국제신문 09면

부산 신도시·재개발 입주지역 초등학교 교실마다 미어터져

국제신문 09면

부울경 공공기관들 올해 취업문 더 넓혔다

부산일보 01면

‘서면 피에스타’ 방치 12년 만에 삼정 품으로

부산일보 16면

부산 자동차 133만 대, 2.6명당 1대꼴

국제신문 17면

부산신보 올 보증지원 역대 최대

국제신문 17면

슬롯 늘린 김해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공모

국제신문 08면

“의원 마음을 얻어라”… 부산상의 회장, 사실상 경선 돌입

국제신문 12면

상의회장 후보들 부산은행장에 러브콜

국제신문 12면

부산 남구청장 새 경선 룰 도입 한국당의 시도 성공 여부 주목

부산일보 05면

與 ‘부산시장 후보 경선’ 흥행 ‘먹구름’

부산일보 05면

배덕광 의원 2심 결과에 여야 정치권 관심

부산일보 05면

바른정당 이성권 “부산시장 출마”

부산일보 05면

바른정당 이성권 부산시장 출마 선언

국제신문 05면

부산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열차’ 시동 건다

부산일보 06면

유력인사 발 빼고 일정도 불리… 한국당 지방선거 고심

부산일보 05면

정의당 지방선거 연대보다 독자 출마

국제신문 05면

부산 온 김영춘 “장관직 전념” 시장 불출마 재확인

국제신문 05면

민주당 합류 3인방, 한국당 현직 구청장에 맞서

국제신문 06면

여당 1명에 한국당 7명… 여야 양자구도 재편 변수

국제신문 06면

‘거장 유작(데니스 오펜하임 ‘꽃의 내부’) 고철 폐기’ 미술계 격앙

부산일보 01면

부산박물관 투어 24일부터 ‘출발’

부산일보 24면

삶과 죽음 공존하는 ‘도심 속 무덤 마을’

부산일보 25면

부산평화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 공모

부산일보 25면

부산박물관서 겨울방학 숙제할까

국제신문 08면

판소리 명창·명인과 ‘새해 福맞이’ 하세요

국제신문 23면

유엔평화문화특구 인기에… ‘박물관 투어’ 횟수 배 늘려

국제신문 23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출처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부산문화재단 심의 시작

국제신문 23면

부산독립영화협회 “서병수, BIFF 탄압 검찰, 재조사 하라”

국제신문 23면

강서구

전몰군경유족회, 신년맞이 강서 국군묘지 참배

국제신문 29면

사하구

사하구 민원서비스 ‘최우수’

부산일보 24면

부산 중·서·동·영도구, 2022년 통합한다

부산일보 01면

부산 원도심 4개 구 통합 무산

국제신문 01면

‘부산형 기초보장’ 지원대상 확대… 시 “올해 상반기 2000가구
목표”

부산일보 09면

비스텝(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시의회서 ‘거짓 진술’ 논란

부산일보 10면

부산교통공사 신임 본부장 인사 ‘관피아’ 논란

국제신문 08면

부산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원 피소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지역주도·생활밀착 과학기술 정책 역점

국제신문 19면

세계적 식품가공업체 부산 몰려온다

부산일보 08면

부산 유통업계 최대고민 ‘7530원’ 최저임금 인상

국제신문 02면

부진경자청, 호주 업체서 100억대 투자 유치

국제신문 13면

부산 작년 주택매매 7만3304건… 전년 대비 23.5% 감소

국제신문 15면

BPA, 일반부두 항만근로자 안전장구 전달

국제신문 18면

한국당 중앙당 “공천 행위 금지” PK 정치권 인재 발굴에 ‘찬물’

부산일보 05면

PK 출신 여야 비례대표의 ‘다른 선택’

부산일보 05면

북·강서갑 당협위원장 인선 보류

국제신문 05면

현 구청장 재선 도전… 유권자 ‘세대 변화’ 변수

국제신문 06면

무주공산에 13명 채비… 본선 최대 5파전 예상

국제신문 06면

세계적 설치미술 거장의 작품 ‘꽃의 내부’ 용광로 속으로
사라졌다

부산일보 02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생태체험 확대

부산일보 10면

부산발전연구원 마을학포럼 시즌3 돌입

국제신문 20면

부산시, 중국 청소년 바둑교류회 대표단 파견

국제신문 20면

사상구

넘어진 덤프트럭서 철근 ‘우르르’… 신모라사거리 한때 마비

부산일보 10면

사하구

하단오거리 교통흐름 개선해 정체푼다

국제신문 08면

서구

부평깡통시장 상인회 내홍, 7억짜리 사업 올스톱

국제신문 08면

중구

무리한 추진에 중구 주민·공무원 반대… 갈등 요소 잠복

국제신문 03면

해운대구

“해수욕장~구남로~해운대역사 잇는 거대 시민공원 만들자”

국제신문 02면

부산 시정

부전~영덕 동해선 내년 개통

부산일보 08면

1/19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22

보도내용

93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94

보도내용

출처

또 고독사… 부산시 대책은 구호만?

부산일보 09면

부산 경로당 화재 무방비 소화기 없는 곳 ‘수두룩’

부산일보 10면

부산 공공의료협력병원 10곳으로 늘었다

부산일보 10면

대통령 공약 지진연구원, 부산시 유치 나섰다

국제신문 02면

맞벌이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

국제신문 02면

인근 쉼터서 일상 달래고 싶은데… 원도심은 회색공간 뿐

국제신문 05면

영도·사하 100% 확보… 부산진은 0㎡

국제신문 05면

“낙동강 폐·하수 기준 TOC 조기 도입”

국제신문 10면

12월 부산 무역수지 두 달 연속 흑자 행진

부산일보 17면

SM상선 본사 상반기 ‘부산행’

부산일보 17면

SM상선 본사 상반기 서울서 부산 이전

국제신문 18면

부산 분양권 양도세 중과 직전 거래 ‘급증’

부산일보 18면

車부품산업 벼랑 끝에 몰렸다

국제신문 01면

내수 이어 수출도 2년 새 반의 반토막… 특례보증 서둘러야

국제신문 03면

금융지원·특별고용업종 지정… 부산시 내달 대책 발표

국제신문 03면

GM에 엔진부품 납품 부산지역 10위권 기업

국제신문 03면

부동산규제 반사이익… 서구, 아파트값 상승률 부산 1위

국제신문 15면

단조회사 태웅, 아우디 판매업 진출 시도?

국제신문 15면

부산 재건축 부담금 1인당 최대 1억 원 전망

국제신문 15면

해운대을·양산을에서도 ‘기초단체장 겸 당협 위원장’ 나오나

부산일보 05면

“PK서 정치하려면 여연 가라”

부산일보 05면

여야 7명 표밭갈이 후끈… 보수분열 여부 변수

국제신문 07면

후보들 당보다 인물 경쟁… 다자구도땐 예측불허

국제신문 07면

정근 탈락이 김영춘 부를까… 부산시장 차출론 급부상

국제신문 07면

한국당 선임보류 PK 당협 3곳 묘안있나

국제신문 07면

부산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합의… 갈 길은 멀어

국제신문 08면

매축지 마을 8곳, 마을문화재 선정

부산일보 02면

열린 문화의 장이 열린다 ‘골목 건축제’ 4일 앞으로

부산일보 24면

유쾌한 ‘문화놀이터’ 된 부산시민회관

부산일보 24면

부산 청년작가 4인방, 타이완서 亞 미술의 미래를 보다

부산일보 25면

문 닫는 국도예술관, 재개관 희망 있다

부산일보 25면

부산서 평화·인권 민주주의 의미 되새긴다

국제신문 1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강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1/2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래구
북구

보도내용

출처

이상섭 소설가가 안내하는 ‘매력적인 부산’

국제신문 21면

명지신도시 2단계 9473세대 공급

부산일보 01면

명지국제도시에 바다 조망·영화관까지 누리는 대단지 오피스텔

국제신문 16면

CJ대한통운, 장림동에 100번째 휠소터

부산일보 17면

데니스 오펜하임 유족, 해운대구청에 법적 대응 시사

부산일보 01면

초고층 아파트 도열 해운대로… “교통대책 새로 짜야”

국제신문 08면

국내선 비행기 지문 대고 탄다

부산일보 02면

동래~해운대 BRT 완성…버스 타면 ‘출퇴근 20분대’

부산일보 06면

BRT 동래~해운대 완전 개통

국제신문 01면

평화·인권·민주주의… 23개국 ‘부산 선언문’ 23일 발표

부산일보 11면

부산 ‘사랑의 온도탑’, 처음으로 100도 미달 위기

부산일보 11면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비상

국제신문 02면

부산 도시철도, 안전대책 예산 383억 추가 확보

부산일보 11면

부산 초등교사 합격자 남성 비율 15%에 그쳐

국제신문 08면

시교육청, 내달 말까지 전학교 무선망 교실 구축

국제신문 20면

부산 농업 ‘미래’가 없다

부산일보 10면

“석면공장 피해 배상” 주민들 잇단 승소

부산일보 10면

지역 IT 기업 유비시스, 印尼 대형 신발업체에 공정선진화
기술자문

부산일보 17면

부산시, 지역 중기 ‘알리바바 입점’ 지원

부산일보 17면

알리바바 온라인몰에 부산 中企제품 입점 추진

국제신문 15면

“차 부품업체 경영난 해결책 찾겠다”

국제신문 02면

앞뒤 다른 한국당 ‘지방분권 모순’

부산일보 01면

충성도냐 경쟁력이냐… PK 정치권 ‘입당파’ 공천 딜레마

부산일보 04면

국민의당 부산시당위원장 “통합 반대”

부산일보 04면

PK지지율 급락에 與 선거 비상등

국제신문 01면

박민식·이종혁 지지율 10% 넘겨야 부산시장 경선 자격

국제신문 05면

“부울경 민심 다시 얻겠다” 한국당 지방선거 시동

국제신문 05면

문화예술교육 지원 설명회 부산문화재단 24,25일 개최

부산일보 22면

부산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31일 음악회 이어 역사 강연

국제신문 22면

강원도립극단의 ‘메밀꽃 필 무렵’ 부산 온다

국제신문 23면

동래구청 청사 철거 논란

부산일보 11면

부산 북구 아파트값 개발호재 덕 볼까

국제신문 15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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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수영구
해운대구

1/2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강서구

96

보도내용

출처

광안리해수욕장 화재 불씨 ‘풍등’ 단속 핑퐁게임

국제신문 09면

해운대구청 ‘꽃의 내부’ 철거는 명백한 불법

부산일보 02면

옛 해운대역사 뒤편 ‘부산판 경리단길’로 뜬다

국제신문 03면

‘월드컵 유치 복병’ 만난 2030 등록엑스포

부산일보 01면

도심 차량 제한속도, 시속 50㎞로 낮춘다

부산일보 09면

도심 차량속도 50㎞로 제한 운전면허 필기 합격선 80점

국제신문 02면

부산소프트웨어 교육지원센터 전국 최초로 놀이마루에 개소

부산일보 10면

지난해 부산 유통 농산물 0.5%가 ‘농약 초과’

부산일보 10면

퇴적·매립지 많은 부산… 지진재해 대책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10면

부산도시철도 역사에서 무료 법률상담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고령 1인가구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모델 개발

국제신문 02면

정부서 인허가권 틀어쥐어… 부산 창의적 해양수도 ‘발목’

국제신문 07면

“지자체서 항만 개발·관리는 세계적 흐름”

국제신문 07면

남포동 건어물위판장, 80억 원대 ‘매각’

부산일보 02면

김성태 후보 사퇴… 부산상의 회장 선거 ‘막판 변수’ 되나

부산일보 06면

장인화vs허용도 상의회장 2파전

국제신문 01면

VR 게임 제로레이턴시, 부산에 첫 매장

부산일보 19면

소상공인 지원예산 3000억 원 조기집행

국제신문 10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잰걸음

국제신문 12면

부산중기청,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홍보 나섰다

국제신문 15면

투표율 낮은 지방선거, 여야 “지지층 기권할라” 골머리

부산일보 04면

한국당, 부산 서병수, 울산 김기현, 경남 윤한홍 ‘전략공천’
현실화?

부산일보 05면

“김영춘 장관 출마하라” 잇단 기자회견 득실 논란

부산일보 05면

“김영춘 장관 부산시장 출마하라” … 본심 드러낸 민주당

국제신문 03면

해운대을 국회의원 ‘6월 보선’

부산일보 05면

“사하구청장은 셀프공천 하겠네”

국제신문 05면

배덕광 의원직 사퇴… 안철수 해운대을 보선 출마 가능성

국제신문 05면

요트경기장 재개발 표류 발목 잡힌 부산 해양관광

부산일보 17면

인디 밴드 ‘리겔’ 첫 앨범 기념 대형 콘서트 연다

부산일보 26면

치매 걸린 엄마와 아들의 ‘원맨쇼’

부산일보 26면

‘왈츠의 고향’으로 음악여행 네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일보 26면

공포의 ‘퇴적 수로’ 해결책 없나

부산일보 09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기장군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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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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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장군, 초대형 스포츠·문화시설 짓는다

국제신문 10면

기우뚱 오피스텔 = 부실 시공 + 대충 행정

부산일보 09면

사하 ‘기우뚱빌라’ 총체적 부실 공무원·시공사대표 등 6명 입건

국제신문 08면

영도 깡깡이마을 핫플레이스 ‘양다방’ 가 보셨어요?

부산일보 08면

“부산시·동삼 클러스터 거버넌스를”

부산일보 20면

영도 봉래시장에 ‘근대풍 어묵거리’

국제신문 10면

해운대구청 “오펜하임 유작 철거, 美 직접 가서 사과”

부산일보 01면

부산연고 수도권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400여 명 참석’

부산일보 06면

재경 부산출향인사 신년 인사회

국제신문 12면

부발연 원도심 보고서 또 표절… 시, 알고도 대금 완납

부산일보 12면

부산교통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 3235억 원 재정 푼다

부산일보 12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부울경서 588개소 적발

부산일보 16면

부산 액상화 위험 공감… 구조보강 시급 한목소리

국제신문 08면

대기업, 부산 복지시설 식자재 ‘싹쓸이’

부산일보 06면

‘메이드 인 부산’ 선물세트 지역 백화점에 잇따라 상륙

부산일보 06면

지난 5년간 부산 신설 법인 대부분 소규모 생계형 창업

부산일보 16면

부산 신설법인, 제조업 줄고 생계형 소자본 창업 늘어

국제신문 12면

지난해 부산 단독주택 가격 7.68% 올라 상승률 전국 3위

부산일보 17면

부산, 작년 단독주택 가격 7.68% 상승

국제신문 12면

부산 상가 권리금 상승 ‘전국 최고’

부산일보 17면

“지역 서민과 중기의 금융 애로 신속하게 처리”

부산일보 17면

재건축 부담금, 부산은 큰 걱정 마세요

부산일보 17면

‘전매 제한’ 부산 오피스텔 시장도 ‘꽁꽁’

부산일보 18면

지역기업 매년 10곳 키워 4년내 ‘1조 클럽’ 80개사 배출

국제신문 04면

부산시 의료관광 유커 모시기 재개

국제신문 09면

부산 롯데호텔, 고객 서비스 가치 인정받았다

국제신문 13면

지방선거에 재보선까지, 판 커진 만큼 복잡해진 ‘6월 셈법’

부산일보 03면

“당협 맡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국당 당협위원장 또
가시밭길

부산일보 04면

지방분권 VS 권력구조’ 여야 개헌 수싸움

부산일보 05면

與 속도전·시민단체 압박… 한국당 6월 분권개헌 ‘딜레마’

국제신문 06면

문 대통령 “경남 동부 분위기 많이 바뀌어”

국제신문 06면

해운대을 보선 윤준호·안대희·김대식 물망

국제신문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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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부산 구청장선거 ‘공무원 매치’ 성사되나

국제신문 06면

‘오펜하임 사태’ 놀란 부산시, 공공조형물 전수조사

부산일보 01면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리쿠페로·하이저 ‘투톱체제’로…

부산일보 24면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외국인 2인 팀 선정

국제신문 23면

부산 연극 원로들의 이야기 “열정 갖고 말하고 행동하라”

부산일보 24면

이용관 유죄 확정, BIFF 복귀 걸림돌

국제신문 01면

정부 ‘인천공항 올인 지원’에 부산 시민·상공계 분노 폭발

부산일보 01면

“감천문화마을만 보지 말고 ‘미항’ 감천항도 보세요”

부산일보 08면

서부산의료원 내달 ‘BTL(임대형 민간투자)’ 타당성 조사대상
신청

부산일보 03면

도로공사, 부산외곽순환로 위험경고 묵살

국제신문 01면

금정나들목 교차부 3ｍ 이동 등 대부분 ‘땜질’ 처방

국제신문 03면

“평창 다음은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다”

국제신문 01면

‘합의 추대 부산상의 회장’ 26일 결판

부산일보 08면

부산상의 회장 오늘 결정된다

국제신문 12면

‘동아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부산지법, 14명 무더기
법정구속

부산일보 10면

“U-IoT 기술로 부산 제조업 부활 견인”

부산일보 17면

홍콩 본사 사모펀드 FRA… 부산에 대규모 투자 추진

부산일보 17면

부산~쓰시마 ‘뱃길’ 늘어난다

부산일보 19면

부산 의료관광 체험하는 중국 팸투어단

국제신문 08면

부산 신항 내 국적 연합 터미널 추진

국제신문 18면

부산 수산업계 경쟁력 제고 수산정책포럼 신년인사회

국제신문 18면

BPA, 신항건설 협력사와 간담회 정례화

국제신문 18면

뒤집기 나선 정경진·이종혁 “선거판은 아무도 몰라”

부산일보 05면

여성·청년 정치신인의 고민 “PK 공천 들어갈 틈이 없네”

부산일보 05면

해운대을 유권자 “10년간 국회의원 선거만 다섯 번이라니”

부산일보 05면

부산 지방선거 3자구도 만들기 … 국민·바른 통합신당 ‘흐림’

국제신문 04면

오거돈 예우 ‘우야꼬’

국제신문 05면

與 5명 혼전 속 한국당 강성태·전봉민 공천경쟁

국제신문 06면

3월까지 부산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국제신문 08면

서병수 시장 역점사업으로 ‘첫 발’ … 시민·정치권도 힘보태

국제신문 16면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시설 개선 ‘본격화’

부산일보 02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5개의 부산 키워드’ 전시와 만나다

부산일보 29면

해돋이명소 1위 자리 부산, 강원도에 뺏겼다

국제신문 12면

이것이 부산 문화다

국제신문 20면

부산의 뮤지컬 ‘복순이 할배’ 이유있는 롱런

국제신문 20면

“김해공항 지원 안 하려고 위상 낮췄나”

부산일보 01면

“미어터지는 김해공항 언제까지 놔둘건가”

국제신문 09면

강서구

강서구 맥도 일대 350만㎡ ‘문화연구 복합지구’로 개발

국제신문 17면

사하구

다대포도 얼었다

국제신문 09면

해운대구, 설 직후 오펜하임 유족 만나 사과

부산일보 02면

검찰, 해운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압수수색

국제신문 08면

부산 요양병원 35% 스프링클러 설치 안 돼… 화재 무방비

부산일보 08면

영화 ‘인턴’처럼 부산서도 청년대표·장년멘토 힘 합쳐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의회 “한일어업협상 지연피해 대책마련하라”

국제신문 18면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매출, 부산·경남 1위 독주 까닭

부산일보 16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합의 추대자 “상공계 화합이 최우선”

부산일보 16면

부산도시공사, 임대주택 300가구 입주자 모집

부산일보 18면

“부산 해양관광 활성화 막는 규제 풀자”

부산일보 19면

‘메이드 인 부산’ 브랜드 롯데백화점 입점

국제신문 15면

믿음 안가는 부산 외국인 관광객 통계

국제신문 15면

여행객 급증 부산~대마도 ‘오로라호’ 뜬다

국제신문 18면

‘부산~오사카’ 크루즈 운행 팬스타그룹, 홈페이지 오픈

국제신문 18면

부산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 고비 맞나

부산일보 12면

오거돈 “김영춘 안 나오면 내가 출마”

국제신문 01면

오거돈의 노회한 노림수… 김영춘 압박하며 출마 명분쌓기

국제신문 07면

오규석 3선 도전 맞서 여야 8명 후보군 형성

국제신문 06면

무주공산된 보수텃밭… 무소속 강세여부 주목

국제신문 06면

브루스 커밍스 석좌교수, 동아대서 韓현대사 특강

부산일보 24면

보금자리 옮긴 부산영상위, ‘창작 인력-영화 사업’ 매칭 주력

부산일보 25면

부산 문화누리카드 내달부터 발급해요

부산일보 25면

‘열 돌’ 국립부산국악원, 푸짐한 잔칫상 차린다

부산일보 25면

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한수 ‘영산회상’

국제신문 21면

부산 문학계 일꾼이 낸 첫 시집 ‘오늘이 달린다’

국제신문 21면

김해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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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턴 투워드 부산’ ‘정과정’ 부산문화재단, 재공연 지원

국제신문 21면

부산 인디레이블 진저레코드의 올해 첫 ‘로큰롤’

국제신문 22면

부산국제단편영화제 129개국 5921편 출품

국제신문 22면

김해공항 확장 사전타당성 조사 부실… 장애물 대상 바꿔

국제신문 08면

“부산시의원들, 지각·결석 너무하다”

부산일보 10면

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결의대회

국제신문 02면

부산 ‘황금시장’ 원전 해체산업 뛰어들었다

국제신문 02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에코델타시티·세종시 선정

부산일보 09면

자율주행·5G 와이파이 …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로

국제신문 02면

동남권 경제 위기 확산, 조선·車에서 신발·섬유·자영업으로

부산일보 09면

‘거침없는 성장’ 벡스코 “올해 매출 400억”

부산일보 17면

올해 부산항 개발에 6000억 투입

부산일보 17면

부산시 중기에 1조8700억 차부품 1100억대 별도 지원

국제신문 02면

부산시, 제조업 체질개선·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국제신문 15면

용두산공원 면세점 4월부터 정식 운영

국제신문 15면

김영춘 ‘침묵’ 오거돈 ‘구설’… 與 “선거 치르겠나”

부산일보 06면

PK 선거로 본 여론과 표심… ‘거리감’ 이번에도 존재할까

부산일보 08면

여성 부산시의원 4명 ‘구청장’ 도전장

부산일보 08면

지방선거·21대 총선 ‘공천 시금석’… 해운대을 보선에 ‘관심’

부산일보 08면

‘안철수 부산시장 출마론’ 다시 부상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부산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는 하나’

국제신문 05면

부산 1000명 “지방분권개헌 약속 지켜라”

국제신문 05면

부산 춤꾼들,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춤사위’

부산일보 22면

부산국악관현악단 31일 신년음악회

부산일보 22면

최수열 지휘자가 선사하는 올해 ‘첫 슈트라우스’

국제신문 21면

부산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국제신문 21면

아세안문화원 체험프로그램 풍성

국제신문 23면

부산콘텐츠마켓, 다큐·웹드라마 공모전

국제신문 23면

김해공항 확장, 정부 평가단계부터 지방공항 취급

국제신문 08면

동백섬 마리나항만 조성 주민 찬반 논란

부산일보 11면

운촌 마리나 개발 공청회 갈등봉합 역부족

국제신문 09면

“분권 개헌·균형 발전” 영호남 시·도지사 31일 부산서 한자리

부산일보 09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경 공동 운영, 수자원공사 만들자”

부산일보 09면

올봄 부산 미세먼지 ‘측정·분석·예측까지’ 한 번에

부산일보 11면

부산 5년 연속 인구 순유출 ‘탈부산 가속’

부산일보 16면

오륙도 등 7개 해양보호구역 5개년 관리계획 수립

부산일보 20면

금정나들목 교통섬 3개 생기고, 기장분기점 ‘표지판 천지’

국제신문 03면

부산 산업단지 지붕, 굴뚝 대신 태양광이 뜹니다

부산일보 02면

지역인재 채용률 31.3% 부산 이전 공공기관 전국 최고

부산일보 09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부산 31% 1위

국제신문 11면

부산시·섬유업체 손잡고 ‘악취 흰 연기’ 잡는다

부산일보 11면

‘땅값 상승률’ 부산이 상위권 ‘싹쓸이’

부산일보 17면

6월 ‘부산모터쇼’ 국내 완성차업체 모두 참가

부산일보 17면

“車 부품업체 자금지원” 부산상의, 정부·금융권에 SOS

국제신문 13면

‘흑자부도’ 부산중견업체, 현금유동성에 발목

국제신문 13면

지역 게임업체 대만서 80만 달러 계약 성과

국제신문 15면

부산창조센터 지원 작품, 해외영화제서 잇단 콜

국제신문 15면

부산 신항에 국적 근해선사 전용부두 생긴다

국제신문 18면

올해 부산항 개발 5937억 원 투입

국제신문 18면

작년 부산항 물동량 전년 대비 10.5% 증가

국제신문 18면

한국당 PK·TK 현역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대조적 행보

부산일보 08면

PK ‘미니 총선’ 펼쳐지나

부산일보 08면

‘가덕 신공항’ 한국당서도 논란 점화

부산일보 08면

홍준표 “서 시장 잘하고 있나… 울산은 생활밀착 공약을”

국제신문 08면

김세연 부산시장 출마카드 ‘만지작’

국제신문 08면

부산영어도서관 새 프로그램 운영

부산일보 27면

4060세대 추억 소환… 뮤지컬 ‘광화문 연가’ 부산 공연

국제신문 23면

국도예술관, 31일 마지막 상영회 ‘라스트 씬’

국제신문 23면

강서구

강서 보상비 풀리자 땅값 2배 급등 … 일부 공장부지 못 구해

국제신문 03면

사하구

꽁꽁 언 다대포해수욕장, 겨울철 새 볼거리로 뜬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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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2/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02

보도내용

출처

부산과기평가원 ‘공채 비리’ 검찰로

부산일보 08면

부산과기평가원장 등 5명 채용비리 송치

국제신문 08면

옛 부산 남부署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부산일보 09면

‘셉테드’ 들인 골목, 범죄 줄었다

부산일보 10면

“119죠?” 41초마다 신고전화 건 부산

부산일보 11면

부산 학교, 5년 내 ‘석면 제로’

부산일보 11면

부산 초중고 5년 내 ‘석면 제로화’ 한다

국제신문 09면

부산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추가 전환

부산일보 11면

교육청·노조 무기계약 전환율 놓고 대립

국제신문 10면

부산 복지시설 식자재 입찰 ‘대기업 제한’

부산일보 01면

부산항 미관에… 뒷전 밀린 ‘어선 안전’

부산일보 10면

에코델타시티에 친환경수처리 시험·연구시설

부산일보 11면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 연초부터 ‘흐림’

부산일보 17면

10년 새 확 쪼그라든 ‘동남권 수출 위상’

부산일보 17면

부산경영자총협회, 건설근로자 취업 센터 개소

부산일보 18면

불황에 움츠리는 부산 中企, 신규투자 3년연속 내리막

국제신문 02면

부산 집값 4년4개월 만에 하락

국제신문 02면

부산에서 자란 딸기 맛볼까

국제신문 09면

동남권 전국 수출비중 10년새 43%→33%로

국제신문 14면

부산제조업 경기전망지수 26분기째 기준 미달

국제신문 14면

“국제적 수준 인프라 갖춘 부산, 지금이 투자 적기”

국제신문 15면

부산 명절때 양말선물 불티… 씁쓸한 이면

국제신문 15면

여성·청년에 넓어진 등용문, PK도 ‘공천 태풍’ 임박

부산일보 04면

교육감 선거 ‘박종필 변수’… 부산 보수 단일화서 하차

부산일보 10면

부산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박종필 이탈… 3명만 동참키로

국제신문 09면

“김태호 나오면 내 거취 달라져… 김영춘 출마땐 리스크 커”

국제신문 05면

재선 시동 ‘서병수 조직’이 움직인다

국제신문 05면

춤극 ‘턴 투워드 부산’·연극 ‘정과정’ 올해 또 본다

부산일보 24면

부산시향, 단원 모집… 블라인드 방식 7명 선발

부산일보 24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공개 모집

부산일보 24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BIFF 신임
이사장 이용관
교수

김해 신공항
기장군
수영구
영도구

2/2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여성·부산·아이들의 상상력… “이제 다 함께”

부산일보 25면

부발연 ‘부산학 3개 연구 과제’ 공모

부산일보 25면

BIFF 새 이사장에 이용관 교수 선출

부산일보 01면

‘이용관의 BIFF’ 보이콧 해소·조직 정비 과제 산적

부산일보 09면

BIFF 다시 ‘이용관 체제’

국제신문 01면

영화계 ‘명예회복’ 명분 세웠지만… 조직 통합·재도약 숙제

국제신문 03면

비프 창립 멤버이나 사기로 벌금형 … 세대교체·쇄신 ‘부적합’

국제신문 03면

경제거점 공항, 김해공항 유력

부산일보 09면

“확장 김해공항, 인천처럼 중추공항 돼야”

국제신문 09면

“석산마을에서 그냥 살게 해 주세요”

부산일보 11면

개발 바람 수영구, 인기 주거지로 급부상

부산일보 18면

부산 수영구 복지플랫폼 ‘두바이 정책평가’ 우수 선정

부산일보 34면

부산 수영구 복지플랫폼, UN 우수 정책 선정

국제신문 29면

영도대교 곳곳 균열로 중단된 조선 관광타운 공사 재개되나

국제신문 10면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 400억 편성키로

부산일보 03면

부산시, ‘부산과학기술경영평가원 채용비리’ 알고도 뭉갰다

부산일보 09면

올 부산 ‘사랑의 온도탑’ 첫 목표 미달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공무원 올해 30개 직렬 805명 채용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올해 신규 공무원 805명 선발

국제신문 09면

부산 첫 ‘무상 생리대’ 조례 생기나

부산일보 12면

“효원굿플러스 이랜드 위탁 운영 무효”

부산일보 12면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민간위탁 보충협약은 무효”

국제신문 08면

부산항 오페라하우스·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박차

국제신문 02면

사상 여중생 폭행 가해학생,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국제신문 08면

부산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창구 북새통

국제신문 08면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물량 90%가 명태·오징어

부산일보 01면

세계선용품협회, 내년 10월 총회 부산서 열린다

부산일보 08면

기술 갖고도 사업화 못 한 중기 지원

부산일보 17면

부산도시공사 조직 개편 키워드는 주거복지·도시재생

부산일보 17면

대한민국이 인정한 ‘부산 의료관광’

부산일보 19면

부산 남항 ‘방재 호안’ 40m 폭 건설

부산일보 20면

부산시·대형선망·공동어시장, 한일어업협정 피해 해결 나선다

부산일보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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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부산 수산가공 클러스터 2022년 개장

부산일보 20면

BMC 조직 개편… 도시재생·주거복지사업 역량 집중

국제신문 13면

부산 상장사도 삼성발 주식분할 바람 불까

국제신문 13면

민주 어설픈 선거전략, PK에 안 통한다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장 선거, 김영춘·김세연 나와야”

부산일보 05면

‘엘시티’ 배덕광, 항소심서 징역 5년

부산일보 09면

배덕광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국제신문 08면

여야 구청장 전략공천 어디에… 부산 수영·영도·북구 유력

국제신문 05면

현장서 답 찾는 박민식, BRT·야구장 순례

국제신문 05면

“4050세대 정치인이 부산 미래 바꾸자”

국제신문 05면

노기태 재선행보 맞서 여야 5명 대항마로 나서

국제신문 06면

“커피 컬렉션 기부, 부산에 세계 최대 박물관 꿈꿔”

부산일보 02면

부산 애니메이션 2편, 지상파 탄다

부산일보 17면

2018 부산, ‘소확행’ ‘가심비’ 명소를 찾아라

부산일보 19면

천주교부산교구 ‘뜻깊은 여정’ 떠나요

부산일보 29면

부산 밴드 라이브 영상 만든다

부산일보 29면

22년 된 부산의 자산… 지역 영화산업·인재 육성도 나서야

국제신문 03면

허술한 감시·견제로 비위 자초… 조직위 투명성 확보 우선

국제신문 03면

부산시향 이끌 악장 모십니다

국제신문 20면

강서구

업자에 청탁 뇌물수수 혐의 강서구의회 부의장 구속

국제신문 08면

기장군

기장군 ‘청약조정’ 해제 놓고 국토부 ‘엇박자’

부산일보 16면

동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드림나래’ 개소식

국제신문 08면

부산 사상구의원 6명 무더기 기소

부산일보 09면

부산시 ‘다복동’ 사업, 국제우수정책 ‘최우수’ 선정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등록엑스포, 세계박람회로 이름 바꿔야”

국제신문 04면

부산시 민간위탁 사회적기업 관피아 논란

국제신문 08면

부산, 글로벌 기업회의 개최지로 각광

부산일보 17면

부산 글로벌 기업회의 장소로 각광

국제신문 14면

‘메이드 인 부산’ 선물세트 흥행 돌풍

부산일보 17면

‘부산 신발 더 편하고 똑똑하게’ 기능화 테스트베드 뜬다

부산일보 17면

개항 이래 최대 컨테이너선… ‘생텍쥐페리호’ 부산항 입항

부산일보 19면

부산 상장사, ‘1월 효과’에 주가 깜짝 상승

국제신문 15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구
사상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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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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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항 개항 이후 최대 선박 내일 입항

국제신문 18면

부산크루즈부두 확장 8월 마무리 … 22만ｔ 급도 수용 가능

국제신문 18면

한국당 PK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서 ‘경선’ 선회하나

부산일보 04면

與 ‘현역 출마 최소화’ 방침에 PK 지방선거 전략도 ‘출렁’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금정 선거구도’ 갈수록 복잡

부산일보 05면

부산 한국당, 앙금 털고 “6·13 올인 건배”

부산일보 05면

‘정치신인’ 기준 어디까지 … 여야 지방선거 경선 변수로

국제신문 04면

부산시장 도전 이종혁 “미래성장산업 중심도시로”

국제신문 04면

박종화와 함께하는 부산시향 정기연주회

부산일보 24면

“키맨 공백 되나”… 부산영상위 ‘비상등’

부산일보 24면

앗! 박물관이 ‘개판’이네

부산일보 25면

부울경 미대생 우수 작품들 한자리에

부산일보 25면

상주단체는 자생력, 공연장은 가동률 … 풀뿌리 예술 ‘윈윈’

국제신문 05면

“전폭적인 지원에 공연 기회 늘고, 단원 역량 높아져”

국제신문 05면

바다·영화·노래·야구·골목… 익숙한 부산이 새롭게 보였다

국제신문 22면

공항 원포트 집착, 정부 이중잣대

국제신문 01면

‘우암클러스터’ 좌표 못 잡고 반쪽 우려

부산일보 06면

수영구

“수영구,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비용 지원”

부산일보 10면

연제구

거제동 문화공간 시네바움 오늘부터 풍성한 2월 강좌

국제신문 22면

‘고독사 파수꾼’ 나서는 사물인터넷

부산일보 09면

폭행 주고받은 여중생 ‘눈물의 화해’

부산일보 09면

BRT에 ‘스마트 시스템’ 도입… 교통 체증 나아질까

부산일보 10면

부산 BRT에 스마트교차로 구축

국제신문 05면

‘길고양이 울음소리 좀…’ 시, 중성화 마릿수 늘린다

부산일보 10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김해 신공항
남구

2/6

부산 시정

발달지연 아동·女 지적 장애인 등 부산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부산일보 10면
확대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외곽순환로 내일 개통… 기장~진영 시간 40분 단축

국제신문 05면

부산 본사 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 준비 본격화

부산일보 08면

지역 소매유통업 ‘봄은 언제쯤’

부산일보 17면

부산 소매유통업 경기 10분기 연속 부진 전망

국제신문 14면

오거돈 참여… 與 부산시장 경선 ‘새판’

부산일보 05면

부산 권력교체 절박… 오거돈 “시장 경선 조건없이 참여”

국제신문 06면

해운대을 보선에 김대식 원장 등판?

부산일보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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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블록체인 공약’으로 부산시민 공략

부산일보 05면

‘블록체인’ 부산시장 선거 이슈로

국제신문 06면

부산대 소장 ‘대동여지도’ 부산시 유형문화재 지정

부산일보 22면

“최윤 위원장 재신임 촉구” 지역 영화계, 연임 지지 성명

부산일보 22면

부마항쟁

대구 2·28운동도 지정됐는데 부마항쟁 국가기념일만 더뎌

국제신문 09면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일군 상인들 짐 싼다

국제신문 01면

LNG 추진선 뜨는데 ‘손 놓은’ 부산

부산일보 01면

노포~북정 양산도시철도, 11년 만에 내달 공사 시작

부산일보 01면

기장~진영 29분 주파 ‘부산외곽순환로’ 7일 완전 개통

부산일보 06면

‘꽁꽁 부산’ 수도시설 동파 지난해 4배

부산일보 09면

부산 기업 육아휴직 도입 ‘절반’ 그쳐

부산일보 10면

“조선기자재 집적 부산, 해양 OS 개발 최적지”

부산일보 17면

부산·여수 손잡고 ‘신소재 고무벨트’ 구축

국제신문 01면

부산시·상의, 위기의 車부품 업계 지원 힘 모은다

국제신문 12면

부산항 개항 후 최대규모 ‘컨’ 선 입항

국제신문 12면

부산관광상품 개발 ‘모다라’ 미얀마 홈쇼핑 입점

국제신문 15면

시, 올해도 지역 수출기업에 보험료 지원한다

국제신문 15면

“부산이 살아야” 협치보다 “내가 살아야” 계산이 먼저?

부산일보 04면

잘되면 ‘내 功’ 못되면 ‘문재인 탓’ 한국당 등록 엑스포 ‘꽃놀이패’

부산일보 04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원팀’ 구성은 했는데 실효성 ‘글쎄’

부산일보 05면

한국 6월 지방선거 공천 ‘윤곽’

부산일보 05면

해운대을 보선 필승카드 고심 여야, 후보 물밑 저울질

국제신문 05면

박재호·오거돈·정경진 “지방선거 원팀”

국제신문 05면

김정희, 해운대을 보선 출마

국제신문 05면

부산 찾아온 강원도립극단

부산일보 24면

차세대 성악계 스타들 부산에 총집결

부산일보 24면

부산영상위원장 해촉 수순… 보복성 인사 논란

국제신문 09면

관광객 유치 쉽지만 숙소난… 원아페 10월 개최 딜레마

국제신문 12면

10년째 표류 부산종합촬영소 이번엔 부지소유권 문제 ‘돌출’

국제신문 23면

부산 작곡 동인 ‘SEUM’ 8일 현대음악 작곡발표회

국제신문 23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기관·단체 힘 모은다

부산일보 10면

부산 문화

2/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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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

2/8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자녀 초등학교 입학기 부모 10시 출근 활성화

국제신문 08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범시민연대 출범

국제신문 08면

김해신공항 건설 주민설명회 연다

부산일보 10면

우암클러스터 개발 ODCY 활용법 찾는다

국제신문 01면

우암 해양클러스터 성공적 구축, 법 개정이 급선무

국제신문 18면

지난해 7월 완공된다더니… 교대역 환승통로 이번 달에도?

부산일보 10면

반여 1동~4동 연결 새 교량 20일 착공

부산일보 10면

반여4동 수영강 새 교량 놓아 고립 벗어난다

국제신문 08면

설 연휴 고속도로·시내 유료도로 ‘공짜’

부산일보 01면

설연휴 부산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부산일보 09면

낙동강 하굿둑 10월 前 일부 개방 가능성

부산일보 09면

부산항시설관리센터도 ‘검은 채용’?

부산일보 10면

‘아이코스’ 연기에 날아가 버린 지방세

부산일보 10면

“최저임금 위반 단속 나서라”

부산일보 10면

부산 유치원 초·중등 특수학교 교사 등 3742명 인사

부산일보 11면

말많은 부산외곽순환로 열렸다

국제신문 01면

젠트리피케이션 막을 ‘부산조례’ 윤곽

국제신문 01면

“부산 고독사 예방 연결고리 공공·민간·주민 협의체 필요”

국제신문 08면

‘초고층 도시’ 부산이 단연 1위

부산일보 09면

“부산 연안유람선 선착장 8곳 더 필요”

부산일보 16면

이갑준 부산상의 부회장 사퇴, 배경 싸고 해석분분

부산일보 17면

노사합의·연공서열 문제로… 부산기업 18% 그쳐 ‘걸음마’

국제신문 05면

“김해공항 포화상태 대책 마련하라”

국제신문 10면

허용도 상의회장 내정자 “회비 징수율 높여 서비스 강화”

국제신문 14면

지역 자동차부품 업계 ‘힘겨운 설밑’

국제신문 14면

일자리 창출 우수 ‘부산형 히든챔피언’ 기업 공모

국제신문 14면

부산시장 후보 공천 시점, 서병수 “빨라야” 민주당 “늦어야”

부산일보 06면

김영춘 ‘부산시장 출마’ 할 이유도, 안 할 이유도 ‘그럴듯’

부산일보 08면

부산시장 불출마 이유 있는 이진복 “복당파 자중해야”

부산일보 08면

민주당 ‘골목 선거’로 해운대을 보선 잡는다

부산일보 08면

단일화 합의 보수 시교육감 후보, 22일 첫 토론회

부산일보 11면

최인호 패싱… 민주 부산시당 ‘비선 중심 원팀’에 부글부글

국제신문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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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출처

‘65일 여정’ 2018부산비엔날레, 9월 8일 출발

부산일보 24면

‘지브리의 마법’ 주말 부산을 홀린다

부산일보 24면

부산영상위 총회 연기… 운영위원장 갈등 새 전기 맞나

부산일보 25면

부산 사람답게 바다 감성 한껏 담았어요

부산일보 25면

광안대교 초대형 미디어아트 상영

국제신문 03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해운대·서면 몰려

국제신문 08면

동래 패총·노포동 고분군 등 가야사 복원 사업 본격 시동

국제신문 23면

주말엔 가족과 함께 국악공연 즐기세요

국제신문 23면

금정구

금정산성 막걸리 누룩 ‘살아있네’

국제신문 09면

기장군

“기장, 청약조정대상 해제를” 주민들, 청와대에 잇단 청원

국제신문 15면

사하구

두송반도 지질역사공원 조성

국제신문 09면

‘운영권 다툼’ 해운대 센텀호텔 정상화 되나

부산일보 17면

구청장 친척·친구 아들, 줄줄이 무기계약직 채용

부산일보 12면

“비리 제보 외면한 부산시 감사관실 자정능력 없어”

부산일보 12면

부산에 첫 ‘버스정류장 추위 대피소’ 등장

부산일보 13면

“2차 이전 ‘알짜’ 공공기관 유치”… 부산시 선제대응 착수

국제신문 10면

부산항시설관리센터도 ‘검은’ 채용

국제신문 12면

부산은 ‘도시재생’ 울산은 ‘공예품’

부산일보 18면

10대 유망 신소재 한자리…부산서 ‘세계소재전시회’

부산일보 18면

위기를 기회로… 부산에서도 ‘평창 마케팅’

부산일보 21면

‘선용품 전문인력 양성’ 업계-대학 손잡았다

부산일보 21면

지역 차부품업계 지원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국제신문 15면

해외 직항노선 도시에 부산 봄꽃 관광 알린다

국제신문 15면

이갑준 부산상의 부회장 자진 사퇴 의사 표명

국제신문 16면

안철수 “통합 마무리 후 부산 출마 고민해 보겠다”

부산일보 08면

안철수, 해운대을 보선·부산시장 출마 언급 없어

국제신문 08면

기로에 선 김세연, 부산시장 출마하나

부산일보 08면

분위기 뜨는데 인물이 없어서… 한국당 부울경 ‘후보 딜레마’

부산일보 09면

비례대표 초선 의원의 ‘불모지’ 도전

부산일보 09면

민주당 “현역 디스카운트 원칙대로” PK 경선 영향에 ‘주목’

부산일보 09면

한국당 부산시당 새 대변인 임명

부산일보 09면

부산 현안 與·市 손발이 안 맞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문화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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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사상구

2/12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김해공항 포화

보도내용

출처

최인호 ‘비선주도 원팀’에 일침

국제신문 08면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설 연휴 미디어 파사드쇼

부산일보 19면

맛·갈맷길·요트·온천… 부산 ‘4대 매력’ 살린다

부산일보 21면

영진위 새 사옥 2020년 9월 완공

부산일보 29면

부산콘텐츠마켓 올해 사업 확정

부산일보 29면

‘블랙팬서 in BUSAN’ 오는 14일 한국서 최초 개봉

부산일보 30면

비엔날레 서부산시대 …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도 전시장 활용

국제신문 20면

‘도롱뇽 아버지’ 유재명 부산무대 선다

국제신문 20면

평범한 주민들 모여 동네 이야기 엮으니 사상의 문화자산 됐네

국제신문 22면

올림픽교차로~송정교차로 BRT 2단계 올 하반기 개통

부산일보 01면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부산시, 40가구 공개모집

부산일보 15면

‘여중생 폭행’ 가해자 3명… 법원, 소년원 송치 선고

부산일보 15면

‘제천 화재’ 얼마나 됐다고… 부산 목욕탕 4층 건물서 불

부산일보 15면

부곡중, 부산대 부설 국립학교 전환 가닥

국제신문 13면

부산 승객 최다이용 시내버스는 31번

국제신문 13면

김해신공항 활주로 늘려 초대형기 취항 길 연다

부산일보 12면

‘대용량 커피 전문점’ 부산 브랜드 잘나가네

부산일보 19면

부산기계조합 총회, 56년 만에 대학서 여는 까닭은

국제신문 16면

지방 부동산 ‘냉기’ … 소비위축·금융불안 초래 우려

국제신문 16면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용지 분양 입찰 ‘0’

국제신문 18면

“본선은 자신, 경선은 부담”… PK 시민단체 출신 딜레마

부산일보 09면

홍 대표 “김해신공항 활주로 확장해 미주노선 유치”

부산일보 09면

‘원팀’ 뜰수록 힘 못 쓰는 민주 부산시당 ‘신경전’

부산일보 09면

김세연 당협위원장 복귀 선거 최대 변수

국제신문 08면

올해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부산 최고

부산일보 15면

‘제2의 고향’ 부산 무대… “감회 새로워”

부산일보 24면

부산영상위 운영위원장에 이상조 내정… 영화계 등 반발

부산일보 25면

부산국제광고제 올해 테마는 ‘커넥트’

부산일보 25면

동서양 경계 넘나든 추상화 1세대 이응노 작품전

국제신문 23면

치유하지 못한 상처, 트라우마에 얽매인 삶

국제신문 23면

부산작가회의 회장 이상섭 소설가 선출

국제신문 23면

김해공항 사상 최대 실적… 공항공사 재투자 인색

국제신문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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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승객 100ｍ 줄서기 일상… 수속 제때 못할까 ‘조마조마’

국제신문 10면

“김해공항 확장 2조원 부담… 3년후 대규모 투자 가능”

국제신문 10면

부산 북구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내사

국제신문 12면

철거된 ‘꽃의 내부’ 해운대 나루공원에 다시 설치된다

부산일보 10면

철거한다던 자성고가교 3년째 ‘차일피일’

부산일보 02면

‘중동-송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실효 거두기 힘들다”

부산일보 14면

백사장 깨끗하기론 해운대가 ‘최고’

부산일보 15면

부산 초·중·고 교사 83% “교권 침해 심해졌다”

부산일보 15면

해양분야 정부 권한, 지자체에 절반도 이양 안돼

부산일보 21면

미투 운동 확산되는데… 성폭력 덮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간부, 부하 약점잡아 동료 뒷조사

국제신문 10면

부산 교육균형발전 사업, 지역격차 해소 효과 봤다

국제신문 20면

부울경 대학 정시 평균 충원률 102%

국제신문 20면

부산 공시지가 11.25% 폭등, 전국 평균 배 육박

부산일보 10면

부산 공시지가 11% 껑충, 상승률 2위

국제신문 01면

위기의 부산 자동차부품업, 감원 한파 ‘춥다 추워!’

부산일보 20면

개소 3년 부산창조경제센터, 255개 창업기업 육성 ‘빛나는 성과’

부산일보 21면

지역 차부품업체 30% “올해 매출 감소 예상”

국제신문 15면

PK ‘여성 공천’ 폭 확대… 여야 당내 ‘女-女 경쟁’

부산일보 09면

“김해신공항 활주로 확장 당 차원 대처”

부산일보 09면

오거돈 51.6% vs 서병수 29.3% 김영춘 36.3% vs 서병수 33.1%

국제신문 01면

양자대결 땐 김석준 46.5%-보수단일후보 23.8%

국제신문 02면

위험천만 부산외곽순환로… 여도 야도 성토

국제신문 01면

오거돈 1차보다 10.4%P 오른 33%… 민주당 외면 어려워

국제신문 03면

숨죽인 중진 일제히 제목소리… PK발 홍준표 견제구

국제신문 07면

김세연 거취결정 임박… 與·서 시장 촉각

국제신문 07면

“설 연휴 부산 여행 하이소” 관광지마다 특별한 이벤트

부산일보 21면

지역 영화계, 부산영상위 업무 참여 ‘보이콧’

부산일보 21면

윤항기·윤복희 30년 만에 부산 콘서트

부산일보 21면

부산영상위 운영위원장 이상조 내정 철회하라”

국제신문 22면

부산비엔날레 특정작가 해외아트페어 참가지원 논란

국제신문 23면

20년 역사 구덕골문화장터 폐쇄 위기

국제신문 10면

시정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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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빅보드’로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부산일보 15면

“시민안전실 중심으로 스마트 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부산일보 18면

‘안전보건공단’ 1500여 전문인력 포진 ‘넘버원’ 사업장 안전
부산일보 18면
지킴이
시민이 만든 ‘북항개발구상’… 국민참여 모델로 전국 확산

부산일보 21면

황령산에 상시급수용 배수지 추진

국제신문 01면

부산 공공기관 또 불거진 인사특혜·채용비리 의혹

국제신문 10면

자갈치·국제·부평깡통시장 “설날 하루만 쉬어요”

국제신문 13면

벡스코·한국원자력산업회의 국제원자력산업전 협력키로

국제신문 13면

BPA 서울지사 이전 개소식

국제신문 18면

부산시, 아시아 2번째로 세계항구도시 협회 가입

국제신문 18면

부산찾는 크루즈 관광객 다변화 나서

국제신문 18면

김세연 “불출마”… 부산시장 선거 ‘설 변수’ 없다

부산일보 09면

여야 PK 정치권 “설 민심 속으로”

부산일보 09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 부산 지역 ‘한산’ 경남·울산 ‘북적’

부산일보 10면

구청장이 보내주는 ‘무료 올림픽 관람?’

부산일보 13면

민주당 부산시의원 2차후보 34명 발표

국제신문 07면

한국당 김세연 “부산시장 출마 않겠다”

국제신문 07면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 1호 등록… 경남지사는 4명

국제신문 08면

與 사하구청장 후보 김태석 거론

국제신문 08면

부산 공립 도서관서 인문학을… 시립 중앙·시민도서관 강연 개설

부산일보 24면

부산영상위 새 운영위원장 승인 강행

부산일보 26면

감천항, 아름다운 항구만들기 닻 올렸다

국제신문 18면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1218명 정규직 전환

부산일보 06면

부산도시공사·문현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지원 MOU
부산일보 12면
체결
부산 기업 2017년 성적표 ‘신통찮네’

부산일보 06면

부산시, 특수탄성 소재 사업 자립화 시동

부산일보 12면

부산 이전 6개 공공기관 직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로 상생

국제신문 10면

부산 1월 실업률 4.3% …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

국제신문 10면

임혜경·김성진·이요섭·함진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출사표

부산일보 09면

적합도서 견고한 상승세… 서병수·오거돈 재대결 성사되나

국제신문 06면

김영춘 출마땐 吳 백의종군 할 수 있을까

국제신문 06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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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금정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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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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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정경진·박민식·이종혁 대역전극 자신

국제신문 06면

바른미래 이성권 부산시장 출사표

국제신문 06면

차례 다 지내면, 여기서 쉴 차례… 영도 카린·사상 펀몽

부산일보 14면

차례 다 지내면, 여기서 쉴 차례… 카페 초량·초량 845

부산일보 14면

차례 다 지내면, 여기서 쉴 차례… 수영 F1963

부산일보 14면

차례 다 지내면, 여기서 쉴 차례… 청사포 카페루프탑

부산일보 14면

부곡동 삼한골든뷰 건설 현장, 철거 작업 중 또 사고

부산일보 09면

재개발 철거 중 건물 붕괴… 도로 덮쳐

국제신문 07면

오규석 기장군수 사무실 압수수색

부산일보 09면

인사압력 혐의 기장군·군수실 압수수색

국제신문 07면

돈벌이 광고판에 막힌 도시철도 안전

부산일보 01면

부산 신생아 20명 ‘RSV’ 집단 감염

부산일보 01면

‘일찍 일어나는 학생은 피곤하다’ 부산 고교 등교 늦추기 ‘기지개’

부산일보 02면

부산 덮친 초미세먼지, 중국에서 왔다

부산일보 12면

부평시장 주차장 운영권 회수한다

부산일보 13면

부산지검, 강력부에 전국 최초 사이버수사팀 창설

부산일보 13면

부산시, 산하기관 성추행 근절 의지 실종

부산일보 13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부산일보 13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부산일보 28면

‘인어공주 된 기분’ 수중호텔 부산 온다

부산일보 02면

부산 부품업계 “군산 영향 제한적, 부평·창원 악영향 땐 큰일”

부산일보 10면

“신항 배후단지 관세·업종 규제 풀어야”

부산일보 21면

청년창업 보증액 부산 가파른 증가

국제신문 01면

부산서 ‘비트코인 뱅크’ 서비스 첫 선

국제신문 20면

‘잡음 많은’ 조합 설립 생략 … 부산도 재건축 신탁 바람

국제신문 21면

‘공천 룰’ 따라 PK 민심 요동… ‘인재’보다 ‘인맥’ 챙기면 필패

부산일보 08면

PK 6월 선거는 ‘강바람 VS 바닷바람’의 대결

부산일보 09면

바른미래당 “해운대구청장 후보 어쩌나”

부산일보 09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 ‘원팀’ 딜레마

부산일보 09면

민주당 다시 김영춘 차출론

국제신문 10면

한국당 서병수 조기공천설

국제신문 10면

부울경 의원들, 국회의장 노린다

국제신문 11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립예술단 단원 모집

부산일보 24면

‘평창올림픽’을 빛내는 부산 문화예술

부산일보 24면

부산시민회관 “버스커를 모십니다”

부산일보 24면

부산 시민 1인당 4.73회 영화 관람

부산일보 25면

유럽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 향연

부산일보 25면

한국·유럽 실력파 연주자 부산서 만난다

국제신문 22면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2차 공모

국제신문 23면

록봉민속교육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부산일보 25면

강서구의회 부의장 뇌물 혐의 추가 … 공무원 2명도 기소

국제신문 12면

저평가 된 덕천동 재건축으로 뜬다

부산일보 20면

사상구

대기중금속 오염도 ‘사상구’ 최고

부산일보 12면

사하구

부산 사하구, 지역 인물 모아 ‘사하의 인물’ 발간 무료 배포

부산일보 29면

학교 학습권 침해로 마린시티 초고층 호텔사업 무산

국제신문 12면

광고판에 막힌 스크린도어 비상문, 16년간 못 연다?

부산일보 01면

“2030엑스포, 강서구 맥도 외 다른 입지도 가능”

부산일보 08면

부산시 인센티브제 도입하자 보건소 인력·조직 대폭 확대

국제신문 10면

우후죽순 아파트 탓에… 온천천 햇볕이 사라진다

국제신문 20면

부산 모든 초중고 2020년까지 메이커 공간 마련

국제신문 20면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부산일보 18면

부산시 올해 소상공인 지원, 22개 사업에 2121억 투입

부산일보 18면

부산 골목상권 살리기 2121억 투입

국제신문 04면

부녀가 짜고 부산항만공사 입찰 담합

부산일보 18면

부산 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드립니다

부산일보 19면

제주항공 3월부터 부산~세부 취항… 방콕 노선은 증편

부산일보 19면

무늬만 지역업체, 에코델타 사업 잇속

국제신문 01면

여권 분권개헌안 ‘초광역도시’ 검토

부산일보 01면

힘 실린 여야 시당 힘 빼는 ‘집안 문제’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미래당과 선거연대론… PK 후보단일화 관심

국제신문 05면

구청장 후보 교통정리 답보 부산 한국당 분열 우려 목소리

국제신문 05면

20년 정치인 삶 한곳에 정리… 정의화기념관 개관

국제신문 05면

“현안 비협조” “정치공세 몰두”… 부산시·민주당 네 탓 공방

국제신문 07면

부산시장 후보 측근그룹 물밑대결도 ‘후끈’

국제신문 07면

부산 문화

강서구
북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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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부산문화재단 지원 사업 공모

부산일보 22면

“7년 만에 돌아온 부산, 무대 위 초심 떠올랐죠”

국제신문 22면

평창문화올림픽서 선보이는 부산 춤꾼들의 몸짓

국제신문 22면

부마항쟁 진상보고서 부실 논란… 시민단체 “재조사해야”

국제신문 08면

중구, 자원순환행정평가 부산 우수 자치구로 선정

국제신문 28면

지역아동센터장 부자… 상습 성추행혐의 입건

부산일보 12면

2030 부산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4~5월 결정

부산일보 01면

부산시·여·야, 2030엑스포 유치 협력 ‘물꼬’

국제신문 06면

벡스코 앞 올림픽교차로 환승센터, 개통 첫날부터 ‘쿵’

부산일보 01면

부산 11곳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부산일보 15면

부산교통공사 신입 공채, 평균 57 대 1 경쟁률 기록

부산일보 15면

부산항 ‘자주개항’ 574주년 기념행사

부산일보 23면

부산 공공기관 관리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국제신문 04면

공원일몰제 따른 난개발 차단, 녹지세 등 입법권 필요

국제신문 06면

자동차·조선發 ‘불황 터널’에 갇힌 부울경 업체들

부산일보 10면

부산상의 의원 배분 갈등 합의하고 나와서도 딴말

부산일보 12면

동남권 실리콘밸리 ‘부산벤처타워’ 22일 문 연다

부산일보 20면

‘동남권 실리콘밸리’ 부산벤처타워 내일 문 연다

국제신문 12면

위기 기업 공장 사서 임대… 캠코, 지난해 산단 7개 사 지원

부산일보 21면

예탁결제원, 부산에 주 전산센터

부산일보 21면

예탁원 주 전산센터, 부산에도 세운다

국제신문 13면

‘메이드 인 부산’ 레저용 보트, 생산기술 고도화 효과 ‘톡톡’

부산일보 21면

부산경자청, 해외 유수기업 투자 잇단 유치

국제신문 12면

부산중기청, 대학-연구기관 협력 사업 실시

국제신문 15면

부산 북항 마리나 8월께 착공

국제신문 18면

이종혁 ‘막판 뒤집기’ 성공할까

부산일보 09면

의원 뭉치고, 현안 챙기고 “부산 한국당이 달라졌어요”

부산일보 09면

서병수 당심 잡고 대규모 세몰이로 본선직행 굳히기

부산일보 05면

이종혁·박민식, 지지율 올려 경선서 뒤집기

부산일보 05면

이해성 해운대을 보선 출마… “보통사람 아픔 치유”

부산일보 05면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지방의원 ‘깜깜이 선거구’ 될 판

국제신문 06면

장제원 시장선거 역할론에 부산 중진들 ‘냉소’

국제신문 06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유아교육진흥원, 체험공간 ‘즐거운 세상’ 새 단장

부산일보 27면

‘빛의 미술가’ 이반 나바로 부산서 특별전

국제신문 23면

형제복지원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우선 조사’

부산일보 15면

동래구

명륜동일대 ‘초등학교 대란’ 현실화되나

국제신문 10면

반여교 건설공사 기공식

국제신문 10면

부산 학교 건물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산일보 10면

어이없는 부산시, 사고 날 줄 알고도…

부산일보 10면

부·울·양산 식수원 낙동강 깨끗해졌다

부산일보 14면

금정IC 진입도로 확장 약속도 파기

국제신문 01면

버스 U턴 안되는 해운대환승센터, 하루 만에 보수공사

국제신문 08면

부산 판박이 사각형 학교 이제 안짓는다

국제신문 08면

부산 고령 운전자 사고 느는데 면허증 반납은 0.5%뿐

국제신문 09면

부산시의원 7명, 전국 시도의장협 우수의정대상 수상

국제신문 28면

정권마다 다른 정책, 지방 부동산 시장만 혼란 더해

부산일보 02면

부산 신발 ‘나르지오’ 美 전역서 훨훨 나르지오~

부산일보 19면

국내 유일 ‘한국신발관’, 26일 7층 규모 개관

부산일보 19면

전국 유일 ‘한국신발관’ 부산서 개소

국제신문 14면

부산시장 ‘서병수-오거돈 리턴매치’ 가능성에 여야 깊은 고민

부산일보 09면

“유구무언” 부산 민주당, ‘패거리 문화’ 노출에 자성론

국제신문 05면

여당 부울경 광역단체장 공천 ‘문심’ 영향력은

국제신문 05면

한국당 부산시장 선거 위기론에 해법 놓고 공방만

국제신문 05면

부산영상위 이상조 위원장 내정자 사퇴

부산일보 02면

이상조 부산영상위원장 결국 자진 사퇴

국제신문 01면

부산 ‘블랙팬서’ 열기… 발톱은 누가 가져간 거야

부산일보 10면

수영강변 산책로 ‘눈맛’ 풍성해진다

부산일보 24면

부산세계마술챔피온십 ‘평창 호재’

국제신문 04면

강서구

옛 원예시험장 터 LH가 개발 나선다

부산일보 01면

영도구

영도병원 양재만 대리 논문 세계적 학술지에

국제신문 28면

안전불감 부산 도시철도, 대구 보고 배워라

부산일보 10면

부산 시내버스 정류장에 ‘혹한용’ 의자 등장

부산일보 13면

둘째 취학한다면 ‘아주라’ 신청하세요

부산일보 13면

부산 편의점 강도 60%, 여성 알바·점주 노렸다

부산일보 14면

부산 문화

해운대구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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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년범의 대부’ 천종호 판사 8년 몸 담은 소년법정 떠난다

부산일보 14면

‘소년범의 대부’ 가정법원 떠난다

국제신문 09면

道公, 46억 아끼려 내팽개친 교통안전

국제신문 01면

2030 청춘들, 부스마다 절박한 ‘취업 대기’

부산일보 01면

檢, 부산은행 채용비리 의혹 ‘윗선’ 겨눈다

부산일보 12면

부산상의 의원 선출, 사상 첫 경선 가나

부산일보 19면

부산상의회장 경선 후유증… 상공의원 배분 힘겨루기

국제신문 04면

‘부산항 모항 국제크루즈 노선 유치’ 민간단체 팔 걷어

부산일보 23면

영도구, 동삼 하리 수산물직매장 준공

부산일보 23면

부산항 ‘초대형 컨’선 입항 증가 ‘뚜렷’

부산일보 23면

부산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국제신문 14면

1위 따라잡으려면 튀어야… 정경진·박민식 전력 질주

부산일보 09면

6·13 시의원 출마 예정자, 부산 민주당 36명 추가 발표

부산일보 09면

김영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게 인생”

부산일보 09면

‘지역발전위’ 위상 막강해지는데 부산은 ‘먼 산 불구경’

부산일보 09면

“與 부산공관위 내달 출범… 금정·남·부산진구청장 후보 경선”

국제신문 05면

금정당협 김세연·구청장 후보 백종헌… 교통정리 나서나

국제신문 05면

민주당 부산시의원 예비후보 ‘풍요 속 빈곤’

국제신문 06면

올해부터 ‘부산건축제’로 불러주세요

부산일보 29면

부산문화회관 모니터링단 모십니다

부산일보 29면

부산영상위 신임 위원장 자진사퇴 당분간 대행체제

국제신문 04면

푹 패인 빙상장서 심야훈련하는 부산 컬링 미래

국제신문 09면

광고판에 막힌 스크린도어 3년 안에 모두 개방된다

부산일보 01면

부산 운전자 10명 중 5명 차선변경 깜빡이 안 켠다

국제신문 12면

부산 4개 기관, 저학력 청년 취업 돕는다

부산일보 13면

“매력도시 부산에 투자하자” 외국자본 잇단 ‘부산행’

부산일보 18면

노후주택 많은 부산 셀프인테리어 강세

부산일보 19면

부산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문 열었다

부산일보 19면

부산 상공의원 구성 막판 극적 합의

부산일보 19면

“지역 항만업계 불편사항, 관련부처에 전달·협의”

부산일보 20면

부산 분양 시장에도 ‘봄 햇살’ 든다

부산일보 20면

부산공동물류센터, 조선 기자재 위기극복 ‘효자’

국제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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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남구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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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공직사퇴 시한되면 PK 선거 구도 뚜렷해진다

부산일보 08면

올림픽 막 내리자 선거전… 오거돈 측 “김영춘 상관없이 출마”

부산일보 08면

공천전 앞두고 ‘내정·배제설’ 한국당 PK 정치권 ‘뒤숭숭’

부산일보 09면

부산시장 선거에 자신감 넘치는 한국당, 왜

부산일보 09면

“하필, 너야?”… ‘껄끄러운 경쟁자’에 출마 예정자들 한숨

부산일보 09면

시당공관위 위상 희비… 민주 힘실리고 한국 힘빠지고

국제신문 08면

‘2말3초’ 영화의전당에서…

부산일보 24면

BIFF, 다시 ‘아시아 영화의 허브’로…

부산일보 25면

컬러·패턴·텍스처의 조화 ‘아트부산 2018’ 메인 포스터 공개

부산일보 25면

“여기서 ‘블랙팬서’ 찍었대”

국제신문 12면

부산시립·현대미술관 ‘먹고 놀고 보는’ 복합문화공간 될까

국제신문 25면

“부마항쟁 정부 진상조사 총체적 부실”

부산일보 13면

옛 부산외대 부지, 주거지·자연녹지 ‘투 트랙’ 개발

부산일보 02면

여가부, 영도 일본군 위안소 조사단 꾸린다

국제신문 12면

‘공원일몰제’ 383억 등 부산 추경 1229억 편성

부산일보 01면

공원일몰제 384억, 車부품 지원 57억

국제신문 01면

부산 노인 치아, 전국 평균보다 2개 적다

부산일보 06면

부산 버스정류장에도 ‘발열 의자’

부산일보 09면

부산시 ‘통합돌봄서비스’ 본격화

부산일보 10면

부산항 자주개항 574주년 기념 공연

국제신문 08면

빈방 늘어나는 부산 호텔, 불붙는 생존경쟁

부산일보 01면

김해공항 국내선 주차빌딩 내년 7월 완공

부산일보 01면

중기 3년근무 부산 청년, 500만 원 적립하면 2400만 원

국제신문 03면

“서부산 산단 취업하고, 전기차 타자”

국제신문 03면

부산기계조합, 인재유치·대학 돕기 상생전략 통했다

국제신문 15면

한국신발관 개관

국제신문 15면

지역 공기업 일자리창출 공모로 붐 조성

국제신문 15면

막 오른 PK 한국당 ‘공천 전쟁’ 공천위에 ‘내 사람 심기’ 잡음

부산일보 04면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호철·오거돈·김영춘 나와라”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장 유력후보들 ‘애매한’ 행보에 분란만

부산일보 05면

지방선거 ‘바른미래당 효과’는 부산정치권 ‘아전인수식’ 해석

부산일보 05면

“부산 교육 이대론 안 돼” 날 세우는 ‘보수 3인방’

부산일보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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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포럼’ 지방선거 다크호스 되나

국제신문 04면

오거돈의 본심… “김영춘 출마해도 부산시장 도전”

국제신문 05면

“부산에 ‘청풍’ 일으키겠다” 정경진 공식 출마

국제신문 05면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트릭아이 미술도 즐긴다

부산일보 22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참여 단체·희망 시설 공모

부산일보 22면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올해 관객리뷰단 모집

국제신문 22면

부산발 관광자원·한류문화 콘텐츠 육성한다

국제신문 23면

엘시티 비리 이영복 수행비서 체포 구속

부산일보 10면

엘시티 ‘키맨’ 이영복 수행비서 구속

국제신문 08면

“김해신공항 근처에 에어시티”

부산일보 04면

강서구

명지신도시 상가 과잉공급… 임대료·분양권 직격탄

국제신문 02면

기장군

정관행 직통 버스 정류장 늘어 주민 불만

국제신문 09면

사상구

쌍용차 고객서비스 강화… 사상 부산정비사업소 개소

부산일보 17면

영도구

영도구, 전문관 ‘이상한’ 인사로 ‘시끌’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부산 중구, 우수기관 선정

부산일보 28면

폐교 반송중 부지 활용안 주민·구청·교육청 ‘엇박자’

부산일보 10면

2018대입 부산 149명 서울대 합격

부산일보 02면

백양터널 ‘하이패스 횡단’ 마세요

부산일보 09면

‘초고층 도시’ 부산, 불나도 드론 못 띄운다

부산일보 09면

‘미세먼지 잡아라’ 부산시 지역 맞춤형 저감 대책 시행

부산일보 10면

옛길 엮은 ‘부산여지도’ 갈맷길 10년 만에 완성

국제신문 01면

침례병원 매각 급물살… 의료법인 등 5곳 인수의향서

국제신문 02면

청춘드림카 출동

국제신문 08면

구직청년 면접 정장 무료로 빌려드려요

국제신문 12면

김해공항 국제선 월 90만 명 돌파

부산일보 06면

부울경 미분양 아파트 속출

부산일보 06면

부산 게임업체 글로벌 판로 넓힌다

부산일보 20면

부산시, 중소기업 TV 홈쇼핑 진출 지원

부산일보 20면

부산항 컨 물동량, 올해도 순항 중

부산일보 21면

입점 꺼리는 아모레·LG생건… 부산면세점 흥행 비상

국제신문 02면

취준생 보금자리 ‘부산청년 우리집’ 금정구에 1호점

국제신문 12면

부산국제금융센터 ‘황소상’ 우여곡절 끝에 내달 제막식

국제신문 12면

부산 문화

엘시티 사태
김해 신공항

중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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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선 KTX 개통 후 부산 관광객 발길 ‘뚝’

국제신문 13면

BPA 순이익 800억 과다계상… 국무조정실 지적받아

국제신문 18면

사드 보복으로 1년간 사라졌던 중국발 크루즈선, 부산항 입항

국제신문 18면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중국 진출 한~일 간 여객선 객실판매 계약

국제신문 18면

‘정국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 막 올랐다

부산일보 01면

후보 많은 與도, 현 시장 독주 野도 ‘시작부터 혼선’

부산일보 03면

김무성·장제원 “김영철 반대” 민주당 PK는 “북풍 거세질라” 촉각

부산일보 04면

한국당 김세연-백종헌 ‘앙금’이 ‘앙숙’으로?

부산일보 05면

‘핫이슈’된 사상구청장 선거

부산일보 05면

홍준표 “확장 김해공항 소음 피해지역, 에어시티 조성”

국제신문 04면

오거돈 부산시장 출마 선언… “가덕도에 신공항 재추진”

국제신문 05면

출마 임박설 김영춘 압박 오, 마지막 승부수 띄웠나

국제신문 05면

한국당 당원·시민 1000명, 시장 경선 촉구

국제신문 05면

민주당 부산시당 ‘해양수도특위’ 발족

국제신문 18면

부산 찾는 명품 보컬의 진수 ‘거미와 포맨’

부산일보 24면

‘부산’ 지명 유래 ‘자성대설’ 입증 자료 나왔다

부산일보 24면

황산도 동래구간 역사콘텐츠화…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국제신문 03면

박재혁 의사 독립투쟁 정신 잊히게 놔둘건가요

국제신문 08면

“부마민주항쟁 전면 재조사해야”

부산일보 10면

“부마민주항쟁 보고서는 진상은폐 보고서”

국제신문 10면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 제외해 달라”

부산일보 10면

기장 “청약조정대상서 빼달라”

국제신문 13면

남구

피란민 거주 우암동 ‘소막마을’ 문화재 예고

국제신문 09면

동구

확 달라진 범일동 남문시장 “교환·환불 자유롭게 하세요”

부산일보 18면

동료에 욕설·모욕 혐의…부산진구 구의원 ‘무죄’

부산일보 09면

사상구청장 가상대결 한국당 앞서

국제신문 05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마항쟁
기장군

부산진구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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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3월)
일자

분야

출처

부산 정관읍~양산 신기동 국지도 개통

부산일보 01면

출생아 수 감소율 울산 1위·부산 2위

부산일보 01면

부산시청~지하철 시청역, 연결통로 개방시간 연장

부산일보 08면

부산 인구 자연감소 시대 진입

국제신문 01면

정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부산은 ‘그림의 떡’

국제신문 02면

부산시민 66%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찬성”

부산일보 01면

오픈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부산시민 66% 유치 긍정적

국제신문 02면

부산항, 크루즈 승객맞이 ‘시동’

부산일보 02면

부산 협성건설 포항CC 인수 오늘부터 운영

국제신문 10면

을숙도·에코델타시티, 내수면 마리나 선정 유력

국제신문 10면

캠코, 일자리창출실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국제신문 10면

절반이 부동층…’오리무중’ PK지방선거

부산일보 01면

“부산 잘 안다”… 김영춘 장관, 시장 출마 굳힌 듯

부산일보 03면

부산 구청장 후보군, 물밑선 이미 전쟁 중

부산일보 04면

부·경 15곳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올라

부산일보 05면

예비후보 등록 D-1인데, 지역구도 알 수 없는 주자들

국제신문 01면

이성권 변수, 부산시장 선거 박빙땐 당락 가를 수도

국제신문 04면

김영춘 부산시장 출마 결심 굳힌듯

국제신문 04면

1일 부산 ‘99년 전 그날의 함성’ 가득

부산일보 08면

국내 경쟁작 절반 이상이 ‘여성 감독’

부산일보 18면

시민 2030명이 펼치는 공연 함께해요!

부산일보 18면

공적 묻힌 채 초라한 추모비뿐인 독립투사 김형기

국제신문 06면

목놓아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

국제신문 06면

부산문화재단 “성범죄 연루 땐 재정지원사업 완전 배제”

국제신문 17면

부산시향·이환석 “봄이 오는 소리 미리 들어보세요”

국제신문 17면

대저 토마토 풍년인데… 못 웃는 농민

부산일보 02면

전포카페거리 거미줄 전선 없앤다

국제신문 08면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변신’ 계속된다

부산일보 08면

수영구

강성태 시의원 사퇴 수영구청장 도전 ‘배수진’

국제신문 04면

與 해운대 31명 ‘원팀’ 구성

국제신문 04면

3/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강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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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3/2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영도구

3/5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 유일 동물원 ‘더파크’ 시립동물원 되나

부산일보 02면

부산 유아숲체험원 3곳 더 늘린다

국제신문 07면

부산 도시철도역 출입구 70% 지붕 없어

국제신문 07면

‘위기의 부산 패션산업’ 탈출구는 어디에…

부산일보 17면

“부산 스마트항만, 중장기 로드맵 부재”

국제신문 18면

부산 김영춘·경남 김경수, 출마로 기울었다

부산일보 01면

김영춘 출마 땐 ‘원팀 갈등’ ‘선발주자’와 교통정리 필요

부산일보 04면

지방선거도 중앙당 ‘좌지우지’… ‘무기력한’ PK 정치권

부산일보 05면

“여성 공천 확대하라” 부산 여성계 집단행동 채비

부산일보 06면

PK 힘 실리는 전략공천, 왜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부산시장 여론조사 공정성 ‘도마’

부산일보 06면

기초단체장 선거 역대급 혈전 예고

국제신문 01면

한국당 “3선아웃 7곳 승부처”… 민주당 ‘낙동강 벨트’ 심혈

국제신문 03면

국회가 파투 낸 지방선거 오늘 예비후보 등록 ‘파행’

국제신문 03면

김영춘 출마 임박·정근 탈당… 부산진갑 보선구도 급반전

국제신문 05면

김영춘 경선 수용 … 벼랑 끝 오거돈 노림수 통했나

국제신문 05면

부산 청년들의 팟캐스트, 지방선거 후보·정보 알린다

국제신문 06면

부산의 색깔 여행 ‘5가지 색깔’ 선정

부산일보 19면

부산국제연극제 시작과 끝은 ‘셰익스피어’

부산일보 29면

영등위, 체험형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초·중생 모집

부산일보 29면

작고 문인 재조명 시민 강좌 부산문인협회 16일 1차 행사

부산일보 29면

부산 출신 래퍼 ‘치타’ 8년 만의 정규 앨범

부산일보 31면

3·1운동 99주년… 동래서 재연

국제신문 01면

부산 공공갤러리 금련산역·시청 전시공간 재개관

국제신문 20면

영도웰컴센터, 남해권 통합 관광안내소로

국제신문 08면

부산 ‘해양 지식산업 허브 도시’ 시동

부산일보 01면

옛길 엮은 ‘부산여지도’ 천리길 걷기 코스 만든다

국제신문 02면

오늘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소방 미흡·주차난 땐 기준 완화

국제신문 02면

‘개방적인’ 부산, 외국인 수 4만여 명… 이방인 넘어 우리로

국제신문 05면

공원일몰제 첫 예산 편성했지만… 부지매입 험난 예고

국제신문 06면

어린이집 이용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지원

국제신문 07면

‘메이드 인 부산’ 일본인 입맛 정조준

부산일보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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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엘시티 참사

금정구
북구

3/6

부산 시정

부산 경제

122

보도내용

출처

부산상의 의원 후보 147명 등록

부산일보 17면

부산 ‘크루즈 마케팅’ 본격 나섰다

부산일보 17면

선박평형수 전문교육은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부산일보 19면

신항 다목적부두, 근해 선사 전용 된다

부산일보 19면

조선·차 불황 여파… 부산 주력기업 상공의원 대거 포기

국제신문 02면

BPA, 또 정치권 낙하산 인사설로 ‘시끌’

국제신문 18면

부산항, 대기오염 물질 실태 용역 발주

국제신문 18면

한국예탁결제원·남부발전 BIFC내 공동어린이집 개원

국제신문 26면

“센텀시티 스마트시티 성공 위해 참여 기업 이윤 내야”

국제신문 27면

PK 지방 권력 쟁탈전 시작됐다

부산일보 01면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공정성’ 법정다툼 비화

부산일보 06면

쏟아지는 민주당 후보 부산 선거판 달라졌다

국제신문 01면

박민식 “편파 여론조사” 여연 고발

국제신문 04면

당내 벽 허물기… 오거돈·서병수 ‘동병상련’

국제신문 04면

교육감 보수후보 여론조사 신인에 가점

국제신문 07면

‘도시의 닌자’ 부산 마천루를 정복하다

부산일보 02면

부산 문화예술인들 ‘반성폭력 연대’ 결성

부산일보 24면

부산시향이 들려주는 ‘봄이 오는 소리’

부산일보 25면

‘안전 추락’ 엘시티 참사, 포스코 처벌 범위 주목

부산일보 01면

“엘시티 콘크리트 부실시공 가능성”

국제신문 01면

‘가장 안전하다는 공중작업장’ 추락… 도입 공사장 불안

국제신문 03면

조선소 실직 후 일하다 참변… 포스코건설 사장 무릎 꿇고 사과

국제신문 03면

부산신보재단 금정지점 내일 개점

국제신문 14면

‘금정산 횡단’ 북구청 5.9㎞ 케이블카 계획 ‘논란’

부산일보 10면

일자리 안정자금 기업 2/3가 외면

국제신문 01면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닻 올린 건강 부산 프로젝트

국제신문 01면

부산시민 대중교통 이용률 시내버스 줄고 전철은 늘어

국제신문 02면

먹는 물 대책 간절한데 ‘물관리 일원화’ 표류 거듭

국제신문 02면

부산 12개 학교에 ‘스토리가 있는 별별공간’ 꾸민다

국제신문 18면

부산항 ‘스마트 항만’ 도입 놓고 전운

부산일보 01면

“동남권 자동차부품업 중장기 전망 불투명”

부산일보 16면

부산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부산일보 17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엘시티 참사
강서구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3/7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부산국토관리청 백원국 청장 취임

국제신문 15면

광역단체장 후보 덕 못 보는 PK 기초단체장 후보 ‘각자도생’

부산일보 04면

전략도 절박함도 없는 부산시장 선거… 여야 ‘믿는 구석 있나’

부산일보 05면

기초단체장 후보 ‘메가톤급 공약’ 포퓰리즘이냐, 소통의 결과냐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부산시당 공천관리위 구성

부산일보 05면

“신인 후보 20% 가산점” 예비후보 합의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지방선거 중립 결의”

국제신문 02면

‘10% 감점’ 발목잡힌 김영춘… 민주당, 시장 불출마 권유

국제신문 04면

부산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1차 15일 발표

국제신문 09면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자료 공개 구입

부산일보 22면

박재혁 의사 업적 알리기 동문이 나섰다

국제신문 09면

일제에 분노한 돌세례, 부산 학생의거 아시나요

국제신문 21면

일제시대~6·25전쟁… 부산근대미술 태동기 돌아본다

국제신문 22면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본선 진출작 62편 확정

국제신문 23면

“엘시티 외부작업대 연결 장치, 자주 빼놓고 작업”

부산일보 08면

엘시티 사고, 작업발판·외벽 연결 앵커 결함에 무게

국제신문 08면

강서구 근교농업 살리기 지자체·정치권 힘 모은다

부산일보 11면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예산 부족 ‘일방향’으로 축소

부산일보 02면

격전지만큼이나 후보 선출도 치열한 남구청장 선거

부산일보 05면

남구갑 구청장 경선 플레이오프 미공개로 교통정리 대신 논란만

국제신문 04면

‘부산시장 편파 여론조사’ 후폭풍

국제신문 04면

서면 한복판 ‘안심 부스’는 무용지물

부산일보 11면

형지 아트몰링, 서부산 대표 쇼핑몰 우뚝

부산일보 16면

부울경 공공주택 올해 1만 6700호 공급

부산일보 08면

노선 갈등 ‘만디버스’ 다시 달리나

부산일보 09면

“뭐든 도와드려요” 부산시 ‘바로콜’ 300만 건 돌파

부산일보 10면

늘 악취 나던 용호만, 청정바다로

부산일보 10면

부산 남항동 펌프장 수의계약 ‘특혜’

부산일보 13면

‘부산~러’ 신북방로드, TSR 타고 유럽까지 가즈아~

부산일보 17면

오늘부터 건강한 부산만들기 1만6500명 100일 운동 돌입

국제신문 06면

부산 시민단체 “침례병원 헐값 매각 절차 중단해야”

국제신문 09면

부산시민 민원상담 1위는 ‘교통’

국제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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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부산시 산하기관 팀장 성폭력 의혹

국제신문 10면

부산항 무인자동화 도입 갈등… 노사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

부산일보 08면

항운노조 “부산항 무인자동화 도입 시기상조”

국제신문 20면

동서발전 등 9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 평가 받아

부산일보 16면

부산도시공사, 공익사업 확대 팔 걷어

부산일보 17면

부산 이전 추진 SM상선, 市에 협조 요청

부산일보 20면

BPA, 부산항 중기 대상 올해도 ‘상생펀드’ 운용

부산일보 20면

부산도시공사 2600억 규모 사업 상반기 조기 발주

국제신문 14면

부산 바다의 새 청소부, 항만정화 2호 취항

국제신문 20면

해양과기원 원장 공개모집 외부인사 포함 총 15명 지원

국제신문 20면

“부산 특성 살린 수산업체와 민관협력사업 발굴할 것”

국제신문 29면

한국당 PK 본격 공천 앞두고 ‘삼중고’에 전전긍긍

부산일보 08면

부산교육감선거, 진보도 ‘출발’

부산일보 09면

SNS에 ‘미투’ 비하…민주당 시의원 예비후보 제명

부산일보 12면

서·동·영도·남·사상 구의원 1명씩 감축

국제신문 01면

‘안희정 성폭력’ 지방선거 강타… 부울경 판세 요동칠 듯

국제신문 04면

박민식 ‘서부산 KTX’ 노선 신설 공약

국제신문 05면

‘안희정 피해자’에 막말 與 부산시의원 예비후보 제명

국제신문 05면

개관 2주년 인디플러스, 독립영화 기획전

부산일보 24면

어르신 맞춤형 문화복지사업 희망 예술인 모집

국제신문 23면

얽히고설킨 하도급 구조… ‘안전’까지 떠넘겼다

부산일보 09면

포스코건설·엘시티 사무실 압수수색

국제신문 09면

엘시티 이어 또…

부산일보 12면

강서 고층아파트 공사현장 철골 장비에 맞은 인부 숨져

국제신문 10면

소음·진동에 길까지 막혀… 강서 마음마을 “못 살겠다”

부산일보 12면

금정구

“침례병원 550억 원 헐값 매각, 주민 건강권 직격탄”

부산일보 12면

기장군

불법 임대에 학부모 부담금까지 ‘꿀꺽’

부산일보 12면

사하구

형지 아트몰링, 개점 1년 새 1000만명 다녀가

국제신문 15면

영도구

감사원, 영도구 특정업체 특혜 적발

국제신문 05면

부산 산모·태아 건강 지표, 전국 대도시 중 최하위

부산일보 01면

만덕-센텀 대심도 도로, 진출입 위치 첫 ‘윤곽’

부산일보 02면

6.55 대 1 경쟁률 가라! ‘유치원에 간 부산 첫 사나이’

부산일보 11면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엘시티 참사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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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교통시스템’·’도시재생’ 등 해외 수출 가능성 높아

부산일보 11면

5월 부산 개막, AfDB 총회 공식 로고 공개

부산일보 16면

부산 명품신발 이너스코리아 ‘군포 젊은이’ 협찬 나선 까닭

부산일보 17면

청약가점제 손질, 부산 청약조정지 희비 크게 엇갈린다

부산일보 18면

“아모레·LG생건, 부산에 이럴 수 있나”

국제신문 13면

부산 8개 공공기관 전국 최초 50억 모아 사회적기업 돕는다

국제신문 13면

구·군의회 3~4인 선거구 확대…한국당 강력 반발에 통과 불투명

부산일보 08면

부산 민주당 후보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부산일보 08면

민주당 잇단 ‘미투 쇼크’에 전전긍긍

부산일보 08면

강성태-전봉민, 공한수-권칠우 시의원끼리 교통정리

국제신문 06면

한국당 부산시당 “맞춤형 공천 주도”… 중앙당 “좌시 안해”

국제신문 06면

“지방선거 여성 공천 확대하라”

국제신문 06면

부산서 내년부터 LPGA 열린다

부산일보 01면

아시아드CC서 LPGA 열린다

국제신문 01면

부산표 영화 줄줄이 극장에 뜬다

부산일보 24면

부산 밴드 ‘토다’ 탈핵을 노래하다

부산일보 24면

부산 한복판 서면에 ‘인문학 마을’ 열린다

부산일보 25면

내 젊은 날의 사랑과 이별… 뮤지컬 ‘광화문 연가’ 부산 무대

부산일보 25면

부산문화재단 “실버문화복지 예술인 찾습니다”

부산일보 25면

남구

대학 밀집 부산남구, 알바 구인 25% 줄었다

국제신문 08면

동구

동구청 세금 곳간 채우는 북항

부산일보 02면

사상구

고민 없는 행정… 사상광장로에 뜬금없는 갈대숲 조형물

국제신문 07면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메이저 건설사 수주경쟁 점화

국제신문 12면

수영구

캐딜락 부산서비스센터, 수영구 6층 규모 확장 이전

부산일보 16면

북항 재개발 ‘1부두 피란수도 유산 등재’ 변수

부산일보 01면

세계유산 등재 추진 북항 1부두 재개발사업 계획 수정 불가피

국제신문 18면

부산국제교류재단 간부, 성희롱 의혹

부산일보 02면

서동미로시장 등 3곳, 공영주차장 조성

부산일보 08면

부산 230억 투입 공영주차장 3곳 조성

국제신문 08면

부산 ‘다행복교육’ 본격 시작된다

부산일보 08면

장노년 일자리 4만 개 창출… 부산시, 종합계획 발표

부산일보 10면

부산 실버일자리 4만 개 창출에 875억 투입

국제신문 01면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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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김해 신공항
기장군
동구
부산진구
사하구

3/12

126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노후주택 소유주 합의하면 정비사업 가능

부산일보 10면

도심도 신입생 급감 ‘미니초교’ 속출

국제신문 01면

같은 생활권도 길 사이 두고 과밀·과소학급 양극화 뚜렷

국제신문 03면

“유명 미대교수·정당 인사가 성추행” 부산서 미투 봇물

국제신문 06면

전국이 주목하는 ‘공중선 정비사업’ 반쪽짜리 우려

국제신문 07면

2018 세계기자대회 부산서 개최

국제신문 07면

부산 ‘아동 안전지도’ 제작

국제신문 07면

“타워크레인 기사 ‘갑질’ 더는 못 참겠다”

부산일보 10면

대형기로 김해공항 국내선 좌석난 푼다

부산일보 16면

“지방세 비율 높을수록 수도권 블랙홀 심해져”

부산일보 16면

부산발 온라인 패션 전국으로 뻗어 간다

부산일보 18면

부산의 맛 ‘막걸리초콜릿’ ‘지게미쿠키’ 맛보세요

부산일보 19면

부산상의 의원 120명 무투표로 선출

국제신문 15면

PK 정치권 與도 野도 ‘지방선거 위기론’

부산일보 01면

여성·청년 대폭 확대 PK 공천 룰 국회의원 “내 사람 어쩌나”

부산일보 04면

김무성·윤상직, 기장군서 “원전 연장”

부산일보 04면

홍준표, 부울경 공천 잡음 칼 빼드나?

부산일보 05면

동향·단체 ‘믿는 구석’ 있는 예비후보 “선거 준비 든든”

부산일보 05면

초청장 NO! 감성 UP! 이색 출판기념회 봇물

부산일보 05면

부산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에 한국당 ‘몽니’

국제신문 02면

부산을 담아낼 영화감독 3인 최종 확정

부산일보 29면

“아쟁의 매력, 재즈와 함께 느껴 보세요”

부산일보 29면

올 부활절 연합예배, 모든 교회 참여하는 축제로 열린다

부산일보 29면

드림드림 부산박물관 교실 “부산 역사 속 일본 배워볼까”

국제신문 20면

“아픈 역사의 건축물도 유산으로 남겨 보존해야”

국제신문 27면

김해신공항 소음 개선책 이번엔…

부산일보 12면

빗길 내려오던 차량 ‘미끌’… 신호 대기 차량 5대 추돌

부산일보 10면

부산 동구 스타 ‘어르신 아이돌’ 뜬다

국제신문 07면

부전도서관서 금융교육 받으세요

국제신문 13면

관학, ‘혼밥’ 어르신 찾아가 식습관 관리

부산일보 10면

“하단~녹산선, 2020년 착공”

부산일보 01면

조례 만들랬더니 ‘구의원 수당 인상’ ‘공무원 복지 증대’?

부산일보 03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부산지역 ‘연합대학’ 정책 성과 온도차

국제신문 10면

주민갈등 생곡재활용센터 부산시, 운영권 인수나서

국제신문 10면

북항 재개발지역 도로망 구축 1100억 원 투입 상반기 착수

국제신문 18면

‘2018 세계 기자대회’ 막 내려

국제신문 28면

부산대병원, 극동러시아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

국제신문 29면

‘그들만의 리그’로 얼룩진 부산 상공의원 선출

부산일보 17면

부산 아파트 분양가 낮추기 ‘눈치 싸움’

부산일보 18면

조선 빅3 잇단 수주 낭보… 부산 기자재업계 ‘기지개’

국제신문 02면

“비트코인처럼 대박난다” 부산서 314억 암호화폐 사기

국제신문 09면

부산 청약조정지역 가격 추락·비조정지역 상승 가속화

국제신문 14면

부산 최고 장인에 도전하세요

국제신문 14면

부산 집값 내림세… 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노려볼만

국제신문 16면

부산항 초대형선 하역장비 확충 분주

국제신문 18면

공동어시장 노조, 위원장 탄핵키로

국제신문 18면

부산경총, 지역 6개 기관과 일자리 업무 협약

국제신문 26면

부산대 IoT 연구센터 ‘계속지원’ 기관에 선정

국제신문 27면

부산 기초의원 절반 ‘구정질문 0건’

부산일보 01면

김영춘 장관,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

부산일보 01면

김영춘, 부산시장 불출마 공식선언

국제신문 01면

새로운 ‘김영춘 변수’… 부산시장 선거 여야 ‘분주한 셈법’

부산일보 05면

선거 모의·뇌물… ‘의정’보다 ‘불법’에 더 바빴다

부산일보 03면

정치 신인 선거비 부족… ‘공동 펀드’로 해결하나

부산일보 05면

‘3철 해단’에도 이호철 영향력 논란 여전

부산일보 05면

김석준 교육감, 진보 단체와 연대할까

부산일보 08면

부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7곳 신설

국제신문 01면

한국당 부산 연제 5명·부산진 4명 구청장 공천 각축

국제신문 04면

정치신인 ‘지방선거 펀딩’ 시작

국제신문 04면

‘미투 쓰나미’에 민주당 지방선거 비상

국제신문 04면

‘족쇄 푼’ 오거돈, 與경선 유리… 서병수와 리턴매치 가나

국제신문 05면

민주당 부산시당, 오거돈 ‘반감 기류’ 여전

국제신문 05면

서병수 시장 출판기념회… 3000명 몰려 출정식 방불

국제신문 05면

“교수가 성상납 요구” 부산 미술계도 ‘미투 태풍’

부산일보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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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금정구
남구
동래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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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사상구

128

보도내용

출처

부산서 맛보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부산일보 24면

피란수도 부산 향수 담긴 노래 미술관 음악회

부산일보 25면

바닷바람에 실려온 봄… 해운대 워킹투어 시작

국제신문 01면

부산의 길 콘텐츠 전시회

국제신문 10면

부산표 영화 ‘괴물들’ 학교폭력이 낳은 상처를 보듬다

국제신문 21면

부산 금정구 일자리정책 행안부 장관상

국제신문 27면

흙탕물 얼룩진 송도해수욕장 주민들 신고에 구청·해경 ‘뒷짐’

부산일보 10면

부산의 뿌리이자 중심… 박물관부터 음식까지 역사의 흔적
국제신문 12면
오롯이
“45년 온천동 토박이, 동네 문화재 제대로 알고싶었죠”

국ㅈ베신문 12면

부산 남구 모텔 객실서 화재 투숙객 70여 명 대피 소동

부산일보 10면

‘병원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 복사’ 부산에선 사라진다

부산일보 01면

부산엑스포 유치 ‘로드맵 설정’ 시동

부산일보 06면

심혈관센터 확충 등 부산의료원 새 단장

부산일보 10면

부산의료원 심혈관센터 확충사업 준공

국제신문 25면

주택가에 정부 비판 문건 살포 부산경찰·선관위 유포자 추적

국제신문 09면

부산 아동·청소년 마음 속 목소리 6·13 지방선거에 담는다

국제신문 20면

부산시교육청, 체육·급식·보건 결합 학생건강 증진나서

국제신문 20면

부산항 국적선사 적취율 한진 파산 이후 하향세

국제신문 01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비 끊기자 발길도 끊겨 ‘썰렁’

국제신문 02면

부산 상장사 슈퍼주총데이는 ‘23일’

국제신문 15면

KT&G 전자담배 ‘릴’ 부산 출시 초읽기

국제신문 15면

김영춘 빠지자 더 꼬인 부산 민주당

부산일보 01면

PK 시·도당, 중앙에 반기? 한국당 심상찮은 ‘공천 줄다리기’

부산일보 05면

“서병수 전략공천 땐 시민후보 될 것”

부산일보 05면

정경진, 오거돈·서병수 겨냥 “이제부터 전투모드”

부산일보 05면

정경진 전투모드 돌입… “오거돈 노련하나 난 젊고 참신”

국제신문 04면

부산문화회관에 부산은 없다

부산일보 22면

‘아트부산’ 162개 화랑 참가

부산일보 22면

“부산도 격에 맞은 축구 전용구장 있어야”

부산일보 28면

근대유산 1번지 부산으로 生生답사

국제신문 22면

피란수도 부산, 그때 부른 그 노래들

국제신문 23면

악습 끊겠다는 사상구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국제신문 08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해운대구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해운대구, 일자리정책 박람회서 장관상

부산일보 29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시민 참석한다

부산일보 08면

엘시티 추락사고 증거인멸 정황 경찰, 추가 수색

부산일보 09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 직원, 경찰 ‘성폭력 혐의’ 영장 신청

부산일보 09면

도시철도 노후 방음시설 39억 원 투입 개량 작업

부산일보 10면

부산의료원 심혈관센터 확충

부산일보 28면

법률급 조례로 민원 적극 대응… 시의원 보좌관제 도입해야

국제신문 06면

“지방분권 제도적 뒷받침 절실… 시의원 역량 강화도”

국제신문 06면

6·13선거 문화예술 어젠다 발굴 토론회

국제신문 23면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산 연차총회 ‘시동’… 총재단 일행, 부산
부산일보 01면
방문

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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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강서구

KT&G ‘릴’ 부산 출시… 전자담배 3파전 본격화

부산일보 02면

운동장에 음식점 입점 “사직은 되고 구덕은 왜 안 돼?”

부산일보 02면

부산 올 3만 8000세대 분양… 재개발·재건축 물량 쏟아진다

부산일보 16면

부산경진원, 美 보호무역 장벽 돌파 선봉에 서다

부산일보 17면

최대 수출시장 잃을라… 부산시 대미 판로 확대 안간힘

국제신문 12면

동남권SW품질역량센터, 사업평가 최고

부산일보 19면

동남권SW품질역량센터, 전국평가 6년 연속 1위

국제신문 15면

부산 해양융복합소재센터 준공

부산일보 19면

‘부산시장 후보 선정’ 민주당 경선 요구 목소리 높다

부산일보 04면

한국당 “PK 기초단체장 단독신청 8곳 사실상 공천 확정”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장 徐-吳 대결 땐… 바른미래당 ‘기대감’ 상승

부산일보 05면

해운대을 보선 ‘민주 지역밀착 vs 한국 전략공천’ 구도

국제신문 04면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출마 여성 1호

국제신문 04면

부산 서병수·울산 김기현 조기공천 유력

국제신문 04면

김영춘 장관 지방선거 불출마선언 해운업 재건 프로젝트는 계속

국제신문 18면

부산 춤꾼들, 해외 무대서 몸짓

부산일보 24면

실험영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든다

부산일보 24면

‘파리의 독립운동가’ 유품 부산 품으로

부산일보 24면

산복도로 매력 품은 초량 카페촌, 도보여행 핫플레이스

국제신문 02면

“북항 1부두를 부산항 역사박물관으로 만들자”

국제신문 18면

‘토닥토닥’ 부산연극제는 잘해야지

국제신문 23면

당도 높은 대저 토마토 맛보세요

국제신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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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남구

우암동 소막마을, 근대역사문화공간 탈바꿈

국제신문 02면

동구

매축지마을도 봄… 다시 ‘국수를 삶았습니다’

부산일보 10면

쓰레기 뒹굴던 서면 뒷골목 새 단장 한다

부산일보 10면

“금정산 장거리 케이블카 북구청 계획 백지화하라”

부산일보 10면

구포개시장 폐쇄 호들갑만 떨다 ‘뒷짐’

국제신문 09면

‘포푸라마치’ 사라진 사상 감전동 추억 품은 ‘포플러 다방’ 생긴다

부산일보 10면

경찰특공대 부지에 반송근린공원 조성

부산일보 10면

반송 경찰특공대 부지 시민공원 만든다

국제신문 09면

피란수도 부산 유산 얼마나 알고 있나요

부산일보 01면

부산지역 학교 ‘평가자료’ 제출 폐지

부산일보 02면

교수가 술 권하고 몸 더듬어… 부산 대학가로 번진 ‘미투’

국제신문 08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팀장 구속 지역 공공기관 ‘미투’ 첫 사례

국제신문 08면

‘걸어서 10분’ 부산 공공도서관 4곳 개관

국제신문 09면

거제·부산 감천해역 자연산 홍합서 마비성 패류독소

국제신문 11면

아시아나 ‘김해~인천공항’ 환승전용기 하루 2회로 증편

부산일보 08면

부산 태웅제강 등 8곳 방사능 오염 물질 보관

부산일보 08면

‘부산 4차산업 특급 도우미’ BNK-지역 대학 손잡았다

부산일보 17면

“복합리조트 꼭 유치, 부산 새 먹거리로 만들어야”

부산일보 17면

한국카카오뱅크 부산전산센터 열어

부산일보 17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기술·신자재 공모

부산일보 18면

부산지역 건설업체 내달 4개 단지 분양

부산일보 18면

부산 건설업체 분양 기지개… 내달 2000세대 쏟아진다

국제신문 12면

KT&G 전자담배 ‘릴’ 부산·울산 판매 시작

국제신문 14면

서병수 시장 “대통령 지방분권 약속 어긴 것”

부산일보 01면

한국당, 핵심 지역 인물난 허덕

부산일보 06면

‘미니 총선’급 재보선 대비, 여야 ‘숨은 인물 찾기’

부산일보 06면

민주당 경선·전략공천 팽팽… 한국당 서병수 본선행 대세

국제신문 04면

오거돈 예비후보 등록,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국제신문 04면

김 빠진 경선흥행… 부산 민주당 ‘원팀’ 흐지부지

국제신문 04면

與 낙동강벨트 ‘안병해 딜레마’

국제신문 05면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을숙도문화회관의 담대한 도전

부산일보 24면

카카오뱅크 강서구에 제3전산센터 개소

국제신문 12면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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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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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보도내용

출처

극지진흥법 만들고 용호동에 극지연구 허브 추진

국제신문 05면

사상구

사상스마트시티 주거지 없는 ‘반쪽시티’

국제신문 01면

영도구

영도 지킴이 나선 이주여성 주부순찰대

국제신문 09면

부산, 병원 많은데 건강 성적은 F

부산일보 01면

부산택시 환승할인 5월, 1000원으로

부산일보 02면

부산 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7만 6000원

부산일보 02면

부산대 성추행 교수 학교 차원 진상조사

부산일보 09면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부산 종합병원 3곳 적발

부산일보 10면

10명 중 7명 “10년 뒤에도 부산 살겠다”

부산일보 10면

스마트 도시철도 표준모델 개발 협약

부산일보 35면

도로확장 없이 BRT… 3차로 중 버스가 1·3차로 점령

국제신문 02면

대중교통서 택시 환승할인, 500원→1000원

국제신문 02면

부산 1인당 월 사교육비 27만6000원

국제신문 02면

부산 소비자 불만상담 1위 휴대전화

국제신문 14면

“부산 해양자치권 확보하자” 19일 시청서 시민결의대회

국제신문 18면

부울경 주택 매매 ‘실종’

부산일보 01면

‘메이드 인 부산’ 지역 찍고 해외로…

부산일보 17면

부산의, 부산에 의한, 부산을 위한 ‘마이스’ 찾아라

부산일보 19면

신항 서컨부두 이름 ‘2-5단계’로 통일

부산일보 20면

부산 자동차 부품업체 해외시장 개척 시동

국제신문 13면

‘메이드 인 부산’ 우수식품, 한국 넘어 세계로

국제신문 14면

“부산 어업 고부가가치로 재편 시급”

국제신문 18면

한국당 딴지에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무산

부산일보 05면

서병수·박민식 ‘본선 경쟁력’ 자신

부산일보 05면

‘보수 후보’ 김성진-임혜경 결선

부산일보 12면

‘4인 선거구’ 신설안 뒤엎은 한국당

국제신문 01면

박민식도 이탈 거론…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 선출 흥행 걱정

국제신문 05면

부산교육감 보수 단일화, 이요섭 후보 첫 탈락

국제신문 09면

부산 ‘스타크래프트 대회’서 승부조작 있었다

부산일보 09면

“부산의 풍경·음식, 우리가 찍어서 홍보한다”

부산일보 19면

박재혁 의사 조명 향토사학자가 나섰다

국제신문 08면

나른한 봄, 지친 그대… 말러 음악에 기대도 돼

국제신문 20면

3/16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31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서구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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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송도해수욕장 앞바다 ‘또 흙탕물’ 서구청, 뒤늦은 원인 조사

부산일보 10면

봄비로 침수된 월륜교차로

국제신문 09면

구의원, 해운대 문화놀이센터장 고소

국제신문 09면

“대규모 국가도시공원 낙동강 하구에 만들자”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파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나섰다

부산일보 02면

노포~양산 북정 도시철도 28일 착공

국제신문 02면

부산 15개 중학교 대상 바다안전 체험학습 실시

국제신문 18면

23대 부산상의 회장에 허용도 태웅 대표 추대

부산일보 01면

‘쏟아지는 입주’ 부산 부동산 위기감

부산일보 01면

자갈치 광어회가 옥션에 떴다!

부산일보 17면

“한계 달한 조선기자재산업, 해외시장 개척 앞장”

부산일보 17면

“조선기자재·자동차 산업, 항공산업으로 업종전환 추진”

국제신문 14면

부산 신항 컨 처리 능력 3000만TEU로 확대

부산일보 19면

부산 코스닥 상장사 절반 ‘헛장사’

국제신문 01면

부산테크노파크 신사업총괄팀 신설

국제신문 14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ICT산업 지원 설명회

국제신문 14면

서병수, 한국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

부산일보 01면

한국당 PK ‘경선’ ‘전략’ 지역 선정 두고 기싸움

부산일보 04면

민주당, 부산 ‘경선’ 경남 ‘전략’ 가닥

부산일보 04면

후보 서병수’ 조기 등판, 4년 실적 알리기 주력

부산일보 05면

여 ‘東進’ VS 야 ‘저지’ 뜨거워지는 PK 지역

부산일보 05면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축소 부산·경남 군소정당·시민단체
부산일보 06면
반발
보수 단일화 교육감 후보, 다음 달 10일 최종 결정

부산일보 10면

부산 교육감 보수 단일후보 내달 10일 확정

국제신문 02면

부울경 단체장 겨냥 ‘사정 바람’… 한국당 “씨 말리기” 반발

국제신문 03면

민주당, 부산 구청장 공천 놓고 삐걱

국제신문 03면

한국당 국회의원 보좌진 대거 부산시의원 도전

국제신문 04면

주말 2만 명 ‘아름다운 반려’ 배우고 즐겼다

부산일보 10면

부산 미술의 역사와 정체성 조명하다

부산일보 24면

“메이드 인 부산 애니 2편 공중파 방영은 기적”

부산일보 27면

걸으며 느끼는 부산건축

국제신문 02면

봄맞이 갈맷길 그린워킹

국제신문 09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관광공사, 우수앱 공모 숙박 등 여행 관련 5개 분야

국제신문 15면

호빗의 나라 뉴질랜드… ‘시네마 천국’으로 부산과 통하다

국제신문 21면

봄맞이 연극, 부산 소극장에 ‘활짝’

국제신문 22면

부산영상위 영상산업센터 입주자 모집

국제신문 22면

강서구

명지 동리항 인근서 어선끼리 충돌

국제신문 09면

동래구

동래구 복산·칠산·안락1동 뒷골목에 LED 조명

부산일보 10면

광복로 ‘블랙팬서’ 조형물 잇단 수난

국제신문 08면

“낙동강하굿둑 열고 낙동강시대 열자”

부산일보 01면

부산시·시민사회, 해양자치권 확보 공동 행동 본격화

부산일보 06면

시 보조금 횡령해도 단체장 선임 ‘무사통과’?

부산일보 09면

부산 117개 학교에 ‘원격 재난방송’

부산일보 10면

‘딴 짓’ 않고 7시간 업무 집중에 효율 ‘쑥’

부산일보 10면

‘상습 정체’ 해운대 과정교 교통체계 개선한다

부산일보 10면

상습 정체 해운대 과정교 횡단보도 분리 등 체계 개선

국제신문 10면

부산 전국 첫 ‘워라밸 조례’ 만든다

국제신문 01면

2020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부산 유치위원회 출범

국제신문 02면

부산원아페 우선협상대상자 SM C&C컨소시엄 선정

국제신문 02면

“해양수도 걸맞는 자치권 달라”… 부산시민 한목소리로 촉구

국제신문 05면

난임직원 1년휴직 보장… 시술비도 연 200만 원 지원

국제신문 06면

53사단 예비군 훈련 중 총기파열 사고

국제신문 08면

부산 구직자 위한 롯데 채용 설명회

부산일보 02면

부산서 ‘내 집 마련’ 갈수록 어렵다

부산일보 02면

부산신발, 크라우드 소싱이 채용까지 이어지네~

부산일보 17면

‘트렌드 보면 미래 보인다’ 28일 부산전략캠퍼스 개최

부산일보 17면

‘부산 바이오헬스 발전’ 200개 사 손잡아

부산일보 17면

주택금융공사 부산화 프로그램 속도 낸다

부산일보 17면

부산 청약통장 비조정대상지역에 36만여 건 사용

국제신문 02면

美 LA물류센터 이용할 부산 중소기업 찾아요

국제신문 15면

공천 앞둔 여야 PK정치권 ‘선명성’ 경쟁

부산일보 04면

정경진 “여론조사 경선룰 바꿔야”

부산일보 05면

이종혁 “부산시장 무소속 출마”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부산시장은 ‘홍준표 리스크’·경남지사는 ‘인물난’

국제신문 04면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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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당원투표 60%이상 반영해야”

국제신문 04면

4인선거구 무산 반발 “부산시의회 해산하라”

국제신문 08면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 ‘부산사랑 젊은작가 프로젝트’ 2탄 막
부산일보 22면
올라
점심시간의 휴식… 문화놀이터 ‘뜨락축제’ 연다

국제신문 22면

이동형 무대 ‘달리는 부산문화’ 신청받아요

국제신문 22면

어린이를 위한 친근한 현대미술

국제신문 22면

국립부산국악원, 어린이 국악잔치 참가자 모집

국제신문 23면

김해신공항 ‘9조 원’대 경제유발 효과

부산일보 02면

“김해공항 확장 땐 경제효과 17조 원”

국제신문 10면

사상구

비만 오면 ‘쾅’… 동서고가로 학장램프는 ‘마의 램프’

부산일보 09면

연제구

상습침수 월륜교차로, 장마철 생각않고 땜질대책만

국제신문 08면

영도구

어윤태 영도구청장, 2년 연속 ‘지방자치행정대상’

부산일보 28면

‘진료 파행’ 해운대 병원, 산부인과 결국 문 닫나

부산일보 10면

부산외곽순환도로 ‘안전’이 지워졌다

부산일보 01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제정 검토”

부산일보 01면

화명수목원도 ‘채용 비리’

부산일보 09면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균형발전 연계를”

부산일보 10면

시민공원~북항 도심 재생사업 부산시,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

부산일보 10면

북항~서면 잇는 ‘콤팩트 시티’ 만든다

국제신문 01면

전국 연안 지역 중 부산, 인구 유출 1위

부산일보 20면

부산 대학들, 입시서 지역인재전형 늘린다

국제신문 02면

성범죄 사실 은폐 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시 기관경고

국제신문 07면

금정산 국립공원화 ‘범시민운동네트워크’ 만든다

국제신문 07면

부산 성실납세자 예우 조례 속속 도입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종양치료 브랜드화 최우수기관 선정

국제신문 08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또 유찰될 듯

부산일보 17면

‘부산항 미세먼지 잡자’ 장비 연료 바꿔

부산일보 20면

엘시티, 안전보건 위반사례 266건 적발

국제신문 07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뜨거운 관심’

국제신문 12면

부산상의 사무처장에 선거캠프 출신 물망

국제신문 12면

부산항 야드트랙터 100대 연료 경유서 LNG로 전환

국제신문 18면

부산 문화

김해 신공항

해운대구

3/2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134

시정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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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보도내용

출처

“7대 시의회, 예결특위 졸속 처리하면서 ‘4인 선거구’ 저지에
부산일보 03면
총력”
사안마다 당내 역풍, 민주당 ‘원팀’ 흔들리는 존재의 이유

부산일보 04면

‘부산시장 공천 갈등’ 한국당, 풀기보다 꼬기?

부산일보 05면

뭉쳐야 이기는데… PK 정치권 ‘공천 탈락자 예우’ 고민 중

부산일보 05면

막말·뺄셈정치에 들끓는 PK… 한국당 ‘홍준표 간판’ 위기

국제신문 05면

민주 부산시당·’원팀’ 알력 표면화

국제신문 05면

與 부산시장 후보들 경선 룰 신경전

국제신문 05면

부마항쟁

“항만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제정 검토”

부산일보 01면

강서구

클래식과 함께 가덕도는 노을로 물든다

부산일보 24면

금정구

부산 금정구 전통마을 26곳을 아시나요

부산일보 24면

기장군

기장해수담수 찬반 주민투표 2주년

국제신문 02면

남구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용역 5월 착수

국제신문 18면

동구

부산 1호 치매안심센터 동구에 21일 개소

부산일보 10면

범천동엔 ‘광무비즈니스파크’

국제신문 02면

북구청 신청사 건립 시동에 동네마다 ‘모시기 전쟁’

부산일보 10면

근대 조선업 발상지 영도 깡깡이마을 구심점 생활문화센터 개관

국제신문 23면

부산외곽순환도로 ‘부실 도색’ 알고도 강행

부산일보 01면

“침례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 지역 보건의료인 ‘한목소리’

부산일보 01면

파산 침례병원 민간매각절차 전격연기

국제신문 06면

낙동강 하구일대 친수이용 활성화 한다

국제신문 08면

산성터널 콘크리트 구조물 떨어져 인부 사망

국제신문 08면

허용도 회장 “부산 성장동력 발굴, 상의가 앞장”

부산일보 17면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 취임… “신성장 산업 발굴 집중”

국제신문 12면

일감 없어서… 메이저 건설사 부산조직 축소

국제신문 01면

홍준표 “PK 광역단체장 선거 자신 있다”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김세연 VS 백종헌’ 2라운드

부산일보 06면

다윗처럼… 부산시장 마이너 후보 ‘맞춤형 전략’ 짜기 분주

부산일보 06면

흙수저·부산상고 출신… 정경진 ‘노무현 이미지’로 승부

국제신문 05면

한국당 부산공관위 ‘전과 후보’ 처리 고심

국제신문 05면

자갈치 시장에서도 유람선 탈 수 있다

부산일보 01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단편영화 지원작품 모집

부산일보 25면

‘부마항쟁 보고서’ 채택 6개월 연기

부산일보 10면

부산 정치

부산진구
북구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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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부실 부마항쟁 진상보고서 전면 수정

국제신문 07면

市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팔 걷어

부산일보 02면

“우리 동네 환자는 동네에서 챙기는…” 사업 필요

부산일보 09면

부산초교 2곳은 남자교사 ‘0’… 갈수록 ‘여초 교단’

국제신문 02면

낙동강에서 열린 ‘물의 날’ 기념식… “하굿둑 개방하라”

국제신문 07면

‘공부 대신 놀자’ 부산 놀이유치원 첫 선정

국제신문 07면

‘찾아가는 해사노동협약 교육’ 부산해수청, 해양대 등 진행

국제신문 18면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자 중심 개발”

부산일보 01면

동부산단지 투자자 주도 개발로 선회

국제신문 01면

재외교포 마케터 지원사업, 부산 해외 수출 도움되네

부산일보 17면

‘부산의 봄’ 마케팅, 중국 대신 동남아 겨냥한다

부산일보 19면

부산중기청·미디어센터, 1인기업 지원 ‘맞손’

국제신문 13면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8’ 개최

국제신문 15면

부산 상장사 21곳 오늘 주총 임원 다시 뽑고 새 사업 의결

국제신문 15면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 민주당 ‘당의 사람들’로 승부수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조기 전당대회 예고… “PK 성향 보면 결과 보인다”

부산일보 06면

3전4기 전재수 의원 ‘오거돈 캠프 상임선대위원장’

부산일보 06면

오거돈 경선위원장에 전재수… ‘원팀’ 정신 훼손 논란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부산 연제·남·금정구청장 전략공천 검토

국제신문 04면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선 불꽃대결 예고

국제신문 04면

민주당도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간담회

국제신문 06면

“오시리아에 컬링장 등 제3 빙상장 건립”

부산일보 11면

컬링전용장 갖춘 ‘부산 제3빙상장’ 추진

국제신문 01면

‘스포츠 부산’ 올해 5개 국제대회 유치

부산일보 11면

과학으로 치유된 불교미술… 부처님, 새 옷 입으셨네

부산일보 29면

‘세계 명작들의 바다’가 펼쳐진다

부산일보 29면

소프라노 박지인 독창회

부산일보 29면

강서구

천성~외양포 도로 개통기념 가덕도 외양포 노을음악회

국제신문 20면

기장군

인사개입 의혹 기장군수 검찰 출석

국제신문 06면

서면 핫플레이스서 맥주 마시고 쇼핑하고

부산일보 17면

사상구

옛 사상서 자리에 복합문화센터 선다

국제신문 08면

사하구

‘보존과 재생’ 감천문화마을 해외서도 잇따라 벤치마킹

국제신문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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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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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보도내용

출처

북항 오페라하우스 4월 공사 시작, 2021년 완공

부산일보 08면

36년 봉사 부산 최장수 통장 “구청장도 조언 구하죠”

국제신문 03면

부산상공계 ‘핫한’ 베트남시장 본격 공략 나섰다

국제신문 13면

부산 무허가 대형축사 양성화 ‘순항’

국제신문 13면

지역서는 첫 암호화폐 설명회

국제신문 13면

향토 건설사 vs 메이저 건설사… 분양대전 점화

국제신문 15면

부산시, 수산분야 친환경 에너지 보급 앞장선다

국제신문 18면

한국당 말로만 ‘여성공천 확대’ 외쳤나?

부산일보 04면

부산·울산은 ‘전략’ 경남은 ‘경선’ 대세

부산일보 04면

민주당, 해운대을 보선 인물난에 ‘발 동동’

부산일보 05면

“홍준표와 서병수가 달라졌어요?”

부산일보 05면

후보자격 강화에 인물난… 민주당 부산시당 검증 ‘홍역’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사하·북구청장 후보 중앙당에 전략공천 요청

국제신문 04면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줄리언 오피, 부산을 ‘설치’하다

부산일보 24면

세종대왕의 궁중음악 ‘여민락’ 전곡 부산서 즐겨라

국제신문 21면

부산문화재단 ‘청춘마이크’ 4~11월 27개 청년팀 공연

국제신문 22면

‘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신상 기록 첫 공개

부산일보 01면

정부 비호 아래 행해진 노골적인 폭력, 정부는 사과조차 없다

부산일보 03면

기록 통해 살펴 본 실상

부산일보 03면

강서구

가덕도 개발안, 이번에 믿어 봐?

부산일보 09면

금정구

금샘로 ‘우회로 갈등’ 출구 열리나

부산일보 09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초량으로 이전

국제신문 16면

“괴정5구역 잡아라” 건설사 수주 경쟁

부산일보 18면

창원~부산 민자도로 통행료 내린다

부산일보 01면

창원~부산 생곡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국제신문 02면

유엔 수산위 의장 부경대 방문…세계수산대학 설립 사업 ‘탄력’

부산일보 06면

부산·경남 패류독소 확산… 16곳 패류 채취 전면 금지

부산일보 08면

도서관, 부산 시민 생활 중심지 된다

부산일보 10면

동네슈퍼 가듯 편하게… 부산 일상 속 도서관 늘린다

국제신문 02면

학교 빈 교실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서로 웃음꽃 활짝

국제신문 06면

“학교는 교육청·어린이집은 구청 소관… 애 많이 먹었죠”

국제신문 06면

28일 부산서 ‘자동화 항만’ 구축 토론회

부산일보 06면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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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동구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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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김해공항 주기장 4곳 증설… ‘땜질’보단 근본 해결을

부산일보 10면

르노삼성 SM5 출시 20년, 102만 대 팔렸다

부산일보 17면

에어부산, 후쿠오카 노선 매일 5회 왕복

부산일보 17면

부산서 개발 ‘미세먼지 잡는 보도블록’ 서울서 먼저 입소문

부산일보 17면

부산SW교육지원센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제신문 18면

PK 한국당 의원 선거보다 ‘사익 챙기기’

부산일보 04면

바른미래당 “PK는 한국당 왕국, 서민들은 고통”

부산일보 04면

평화당, 부산 ‘뿌리내리기’ 시동

부산일보 05면

이헌승(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부산 선거 사령관 역할 톡톡

부산일보 05면

서병수 시장, 공약이행률 ‘최고’

부산일보 10면

서병수 공약 이행률·목표달성도 ‘최고등급’

국제신문 04면

정경진의 승부수, 경선 시민 50·당원 50% 현장투표 제안

국제신문 04면

‘동양적 낭만 도시’ 너의 이름은, 부산

부산일보 02면

부산 역사문화자산 중구 406건 ‘최다’

부산일보 08면

영창뮤직, 부산아이파크와 스폰서십 체결

부산일보 17면

화폭에 담은 한·일 예술가들의 ‘탈핵 외침’

부산일보 22면

4·3사건 70주년, 제주를 주목한 책 부산서 잇단 출간

부산일보 22면

600년 전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 음악으로 만난다

부산일보 22면

일기처럼 쓴 공적 기록, 부산문화행정 맥락이 보이네

국제신문 23면

경찰·공무원, 형제복지원 공조자였다

부산일보 01면

‘인권유린’ 부산 형제복지원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첫 공개

국제신문 08면

부마항쟁 구류 60대, 39년 만에 ‘명예회복 길’

부산일보 09면

기장군

기장 오리산단 2년째 분양 ‘깜깜’… 속타는 도시공사

국제신문 15면

사상구

옛 사상서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

부산일보 10면

영도구

영도 깡깡이마을 드라마 무단촬영 말썽

부산일보 12면

해운대 빈부 건강수명 격차 17.5년

국제신문 01면

“도시 재생·청년 창업” 구도심 250곳에 ‘혁신 거점’ 만든다

부산일보 08면

청년 혁신거점 구도심의 변신

국제신문 01면

내달 1일 부산 랜드마크에 ‘파란 불빛’

부산일보 10면

부산도시철도 범내골~중앙역 노후 선로 교체 130억 투입

국제신문 09면

국제여객터미널 입주기관 주차비 특혜

국제신문 09면

“출근시간 10분 단축”… 지하철처럼 정시성 21~32% 개선

국제신문 10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형제복지원
부마항쟁

해운대구

3/28

부산 시정

138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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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형제복지원
남구
사하구

3/29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도시공사, 콘서트로 행복주택 첫 삽

부산일보 17면

에어부산, 나고야 신규 취항

부산일보 17면

에어부산, 부산~나고야 6월21일부터 신규 취항

국제신문 12면

부산 신발 신고 벚꽃 축제장 걸어요!

부산일보 19면

창업카페가 이끈 창업, 절반은 좌절

국제신문 01면

부산발 해외여행객 느는데 부산행 외국관광객은 줄어

국제신문 02면

부산 크루즈산업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만든다

국제신문 12면

시청 앞 행복주택 착공 기념 콘서트

국제신문 12면

부산시, 지역 우수식품 브랜드 육성

국제신문 13면

민주당 늦어지고, 한국당 서두르고… PK 공천 속도 ‘극과 극’

부산일보 04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유력

부산일보 04면

“상대 후보 지명도 역이용하라” 부산시장 선거 본격 신경전

부산일보 05면

낙동강 벨트 단체장 공천경쟁 과열… 민주당 라인업 고심

국제신문 04면

부산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위촉

국제신문 04면

부산 민주당 시민단체 인사 6명 영입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사상·영도·동·강서구청장 단수추천

국제신문 04면

김대식 “해운대을 주민 눈높이 작은 일부터 추진”

국제신문 04면

부산 음악 새 놀이터 열렸다

부산일보 24면

‘춤바람’ 한류, 세계 돌고 부산 상륙

부산일보 24면

봄꽃처럼… 부산 여기저기 ‘씨네 강연’ 활짝

부산일보 24면

영화 제작과 배급·상영 연계 영상산업 선순환구조 만든다

국제신문 24면

형제복지원 실종자 가족 “기록이라도 찾았으면…”

부산일보 01면

형제복지원 방조한 지역경찰·공무원

국제신문 08면

부산 남구 초교서 집단 노로바이러스 감염

부산일보 10면

신평·장림산단에 혁신지원센터·체육관 추진

부산일보 08면

‘노후’ 신평·장림산단, 도시형 첨단단지로 거듭

국제신문 03면

부산시 “2026년 개폐형 돔구장 건립” 찬반 논란

부산일보 02면

부산 재활용품 수거 대란, 4월 말 32개 아파트부터 예고

부산일보 08면

‘초고령 부산’ 치매 대응법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10면

아태해사중재센터 29일 부산서 개소

부산일보 06면

부산 ‘꿈의 직장’ 상반기 채용 문 열렸다

부산일보 06면

부산항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 초미세먼지 잡는다

부산일보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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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싼커’ 유치 팔 걷은 부산

부산일보 16면

대한전문건설협 부산시회 최인호 의원 간담회

부산일보 18면

지역 4000개 중소기업 통합 네트워크 ‘이엉 포럼’ 첫발

국제신문 13면

물동량 처리 홍콩 제치고 부산항 세계 5위 항 탈환

국제신문 13면

최인호의 ‘윤준호 지키기’ 與 갈등 증폭

부산일보 05면

오거돈 ‘정경진 현장투표’ 거부한 까닭은

국제신문 05면

부산서 ‘프랑코포니 콘서트’

부산일보 24면

동아대 ‘6월항쟁 기념벽화’ 복원 가시화

국제신문 10면

부산 새 야구장 개폐형 돔으로

국제신문 01면

구도 부산 새 랜드마크… 2200억 민간투자자 유치 관건

국제신문 04면

롯데 구단 “새 야구장 부산시와 생산적 논의”

국제신문 04면

“경찰, 형제복지원 입소시키면 뒷돈 받았다”

부산일보 01면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 ‘주민 친화’ 대변신

부산일보 02면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 중단에 인근 식당 울상

국제신문 08면

부산 원도심 지역 빨라진 소멸 시계

부산일보 01면

엘시티 추락사고 원인, 고정장치 결합 부실로 확인

국제신문 02면

“추진 중인 북항 경자구역, 규제프리존 지정을”

국제신문 18면

아·태해사중재센터 개소… 해사법원 부산유치 탄력

국제신문 18면

해양산업 매출 116조 9000억 사업체 32%가 부산에 집중

부산일보 16면

부산 방문 크루즈 관광객 절반이 60세 이상

부산일보 16면

동남권 부동산 투자, 아파트 대신 상가·오피스텔 쏠림

부산일보 17면

‘조선업 펀드’ 부산 탱크테크㈜에 30억 투자

부산일보 17면

세계 ‘행사’는 부산으로, 부산 ‘마이스’는 세계로

부산일보 20면

상큼한 부산 봄바람, 베트남을 유혹한다

부산일보 20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5번째 개발사업 공모

국제신문 02면

부산항 접안때 육상서 전력공급 선박 미세먼지 저감 현실성 없어

국제신문 03면

업체당 최대 8억 특례보증… 부산 차부품업계 숨통 텄다

국제신문 13면

부산 크루즈 관광객 1년 새 70% 감소

국제신문 13면

아시아드CC 매출 135억 작년 창립 이래 최대 실적

국제신문 13면

부산판 레그테크, 금융소외계층 돕는다

국제신문 15면

“부산교체 꼭 이루자” 민주당 뜨거운 결의

부산일보 05면

책임 묻는다는데 본선 쉽지 않고… PK 한국당 ‘공천 딜레마’

부산일보 05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야구 신구장
형제복지원

3/3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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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한국 부산시당 “기초단체장 3곳 중앙당 공관위에 위임”

부산일보 05면

“지방선거 부산 예비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

부산일보 12면

최인호-이호철, 민주당 부산 지방선거 주도권 다툼 가열

국제신문 04면

올해 BISFF 키워드 셋 ‘여성·부산·아이들의 상상력’

국제신문 20면

초량동 소녀상, ‘평화기원’ 청년예술가 무대로

국제신문 20면

환경미술전 내달 1일까지 부산시청서

국제신문 20면

부마항쟁

부마항쟁 때 불법구금 청년 40년 억울함 푼다

국제신문 09면

형제복지원

문정수 전 부산시장 “정치권, 형제복지원 뒷배”

부산일보 02면

부산 금정구 20대 여성 실종… 사흘 째 연락 두절 행방 묘연

부산일보 10면

오규석 기장군수, 불구속 기소

부산일보 09면

기장군수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국제신문 09면

부산 문화

금정구
기장군
중구

1인당 행정비용도 ‘규모의 경제’ 인구 적은 중구, 부산 평균의 4배 부산일보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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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4월)
일자

분야

4/2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4/3
부산 시정

142

보도내용

출처

부산 노숙인 진료 여건, 전국 최하위 수준

부산일보 03면

‘범천정비창 이전’ 보류한 채 철도시설 재배치

국제신문 01면

부산 ‘실버존’ 늘려 노인 교통사고 사망 절반 줄인다

국제신문 02면

심야·새벽 BRT 횡단보도서 잇단 사망사고

국제신문 08면

부산교육청, 생생한 대입 면접후 기자료집 발간

국제신문 09면

부산 교통사망자 절반이 어르신… 맞춤형 안전교육 나서

국제신문 10면

정지선·방향지시등 ‘단디’하고 무단횡단은 ‘마!’

국제신문 10면

김해공항 착륙료, 다른 공항 퍼 줬다

부산일보 01면

부산항운노조 취업 사기 ‘이제 그만’

부산일보 10면

부산시수협 ‘채용 비리 의혹’ ‘조합장 무혐의’ 재조사 진정서

부산일보 10면

“부산 스타트업 좋아요” 세계가 ‘엄지 척’

부산일보 17면

“수소선박·항만 기술 개발 부산 기간산업 미래 여는 길”

부산일보 19면

中企 특허·디자인 문제 부산시에 문의하세요

국제신문 13면

‘바다 위 나는’ 부산관광 랜드마크… 일자리 창출·경제 효자

국제신문 14면

‘숨이 컥컥’ 부산항, 친환경 변신 시도

국제신문 18면

부산극지타운 조성 시민토론회 개최

국제신문 18면

재개발과 보존사이, 북항 부산세관 이전 난항

국제신문 18면

부산시장 與 예비후보, 전략도 ‘극과 극’

부산일보 05면

민주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2일 면접

부산일보 05면

민주당 “기초단체장 2인 경선제 도입”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PK 기초단체장 공천 ‘청년·여성 확대’ 약속 외면

부산일보 05면

선거법의 계절, 예비후보들 ‘눈치戰’ 시작

부산일보 09면

한국당 동래·남·북·중구청장 경선… 수영 등 8곳 단수공천

국제신문 04면

부산시장 후보 단수공천설 정경진 “경선해야” 강력 반발

국제신문 04면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민주당 오늘부터 면접

국제신문 04면

“아시아드CC, 내가 손대고 나면 깜짝 놀랄 것”

부산일보 02면

또따또가의 ‘비타민C’ 들으실 분

국제신문 20면

쓰레기 대란 예고됐는데… 정부 뒤늦은 수습

부산일보 01면

금정산 ‘봄꽃 산행’ 멧돼지 출몰 주의보

부산일보 01면

미세먼지 경보 때 부산시 관용차 절반 멈춘다

부산일보 09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 미세먼지 경보 땐 공무원 車 2부제

국제신문 01면

부산과기평가원장 등 간부 5명 채용 비리 입건에도 ‘근무 중’

부산일보 10면

부산 주택 소방시설 보급률 고작 40%

부산일보 09면

교육부 2020학년도 정시 확대 요청… 부산지역 대학 ‘난감’

부산일보 09면

재활용 폐기물 수거대란 부산은 ‘잠잠’

국제신문 10면

오늘 제주 4·3사건 70주년 부산도 대규모 공개 추모행사

국제신문 10면

부산 車산업 ‘전기차’로 재시동 걸자

부산일보 01면

위기의 ‘부산 자동차’ 돌파구 찾아라

부산일보 03면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참가 등록 시작

부산일보 08면

‘중기 청년 지원’ 재직자 가입 확대

부산일보 08면

부산 위기업종 수출보험료 지원

부산일보 16면

동성화인텍 본사, 부산으로 이전

부산일보 17면

향토기업 동성그룹 계열 ‘동성화인텍’ 부산 온다

국제신문 15면

선거 앙금 아직도 남았나 부산상의 회장단 구성 잡음

국제신문 15면

부산시, 위기업종에 300억 긴급 수출 보증 지원

국제신문 15면

“신규 직원 18% 이상 부산 인재 뽑겠다”

국제신문 28면

오거돈 “정권교체 실현 적임자” vs 정경진 “노무현 경선 역전
부산일보 04면
재현”
부산 정치

부산 문화

형제복지원
해운대구

4/4
부산 시정

해운대을 보선 여야 예비후보 ‘미묘한 신경전’

부산일보 05면

부산항 상징 컨테이너에 ‘둥지’ 당선자 배출 명당에 ‘간판’

부산일보 05면

김대식 ‘해운대을 맞수’ 윤준호 사무실 전격 방문

국제신문 04면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 최대 격전지로

국제신문 04면

근현대역사박물관 체험 공간으로 조성

부산일보 01면

바이올린 3색 선율에 ‘부산의 봄’은 사랑에 빠진다

부산일보 22면

다채로운 영화 행사에 ‘부산의 봄’은 설렌다

부산일보 22면

‘클래식 아이돌’ 선우예권 부산서 피아노 독주회

국제신문 23면

중국과 영화 제작하기 영진위, 가이드북 발간

국제신문 23면

형제복지원 ‘부랑인 수용일보’ 첫 공개

부산일보 01면

해운대 장산 산책로 초입 구, 사유지 사들여 공원화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징용 노동자상, 일제동원역사관에 세워라”

부산일보 01면

미세먼지 대응법 찾기 민간도 본격화

부산일보 10면

지난해 낙동강하구 찾은 철새 늘었다

부산일보 10면

부산 초·중·고 교사들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컴퓨터’

부산일보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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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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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서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국제신문 09면

소상공인 밀집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부산일보 16면

부산 비조정지역 올해 첫 분양, 부동산시장 가늠자

부산일보 16면

‘국내외 의학 행사’ 핫플레이스로 뜨는 부산

부산일보 17면

부산 미래상으로 홍콩 가장 선호

부산일보 17면

“부산의 미래상은 해상금융 중심지 홍콩”

국제신문 18면

오토닉스, 부산 최대 규모 신뢰성센터 완공

부산일보 19면

“부산항, ‘북극 항로 시대’ 맞춤 서비스 개발해야”

부산일보 20면

팬스타그룹 화물 노선 신설… 日 시모노세키항 기항한다

부산일보 20면

팬스타그룹, 시모노세키항 기항

국제신문 18면

부산신항 4부두 지분 현대상선, 재인수 나서

국제신문 02면

기계설비법 국회 통과… 부산 5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국제신문 02면

르노삼성, 3월 2만7059대 판매… 한달새 69.2%↑

국제신문 16면

“부산 극지타운 조성 국비 확보 나서야”

국제신문 18면

부산시장 선거 오거돈 vs 서병수 결국 ‘리턴매치’

부산일보 01면

민주 오거돈 확정 ‘PK 대진표’ 완성

국제신문 01면

출정식이 해단식으로… 정경진 “당의 결정 수용”

국제신문 03면

부산진구청장 단수공천 뒤집고… 한국 중앙당 ‘무리수’

국제신문 04면

“해운대·서면에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 설치”

국제신문 04면

혁신도시는 부울경 성장거점… 공공기관 추가 이전해야

국제신문 06면

‘넘사벽’ 아트페어는 이제 그만!

부산일보 02면

공예·디자인 늘리고 가격 낮추고… ‘작은 아트페어’의 큰 도전

국제신문 23면

영화의전당 영화예술처장 또 공석… 평가 시스템 문제 없나

부산일보 24면

부산브랜드웹툰 선정작 ‘바다별’등 온라인 연재

부산일보 24면

부산서도 제주4·3추모행사

국제신문 08면

“시향 5년만에 진용 갖춰… 좋은 하모니로 화답”

국제신문 23면

말레이국립체육회와 부산시체육회 MOU

국제신문 27면

서면 번화가 도로서 또 싱크홀… 구청, 땜질 처방 ‘화근’

부산일보 09면

잃어버린 ‘신발왕국’ 부산진구를 찾아서

부산일보 24면

“악취 몸살 덕천천 바꾸자” 주민이 나섰다

국제신문 09면

해운대 ‘삼호가든’ 재건축 ‘재심의’

부산일보 02면

삼호가든 등 우동 재건축·개발 급제동

국제신문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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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구의원 어깃장에 ‘꽃의 내부’ 재설치 잡음

부산일보 08면

신호수 배치 않고 철근 빼먹고… ‘사람 잡는’ 공사장

부산일보 09면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명지신도시 구간 지하화

부산일보 01면

하단~녹산선 본궤도… 2026년 통근길 달린다

국제신문 01면

북항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빨간불’

부산일보 01면

재원 마련 없이 착공부터… ‘짓다 만’ 국가적 랜드마크 우려

부산일보 03면

부산시, 취약계층 결핵환자 집중 관리

부산일보 02면

“버스 차고지부터 충전기 보급… 대중교통도 인프라 확충 서두를
부산일보 06면
것”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청 되나

부산일보 10면

한일어업협정 타결 촉구… 부산 해상시위

국제신문 01면

한일어업협상 2년째 지지부진 “부산 어업인 죽음으로 내몰아”

국제신문 03면

“부산 환경예산 5배 늘려 미세먼지 저감”

국제신문 04면

“부산의 매력은 하이브리드… 자연·도시 공존 홍콩과 비슷”

부산일보 02면

‘유료 호출’ 카카오택시 부산 택시업계도 ‘긴장’

부산일보 09면

주택사업 체감경기 ‘싸늘’ 부산 HBSI 한 달 새 38P ‘뚝’

부산일보 16면

부울경 상장사 지난해 영업이익 3분의 1 토막

부산일보 16면

작년 부울경 상장사 10곳 중 3곳 ‘적자’

국제신문 13면

부산 이마트몰 고객 연 100만 명 넘겼다

부산일보 17면

‘마이복지’ 덕분에 중소기업·직원 함께 웃었다

부산일보 17면

부산 청춘드림카 시동 26일까지 참가자 모집

부산일보 17면

에어부산, 日 구마모토·도야마 노선 부정기편 확대

부산일보 17면

부산~日구마모토·도야마 노선 에어부산, 부정기편 확대 운항

국제신문 12면

부산 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찾아 대학서 취업설명회

국제신문 12면

지역 1인 미디어·기업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콜라보

국제신문 12면

IoT 탑재 한국형 공유자전거 부산 달린다

국제신문 12면

불붙은 부산시장 선거전… ‘현직’ 徐에 집중포화

부산일보 05면

홍준표 대표의 말뿐인 ‘PK 선거 책임론’

부산일보 05면

“풀뿌리 정치 우리가 바꾼다” 2030 청년후보 당찬 도전

국제신문 02면

오거돈은 정경진, 서병수는 박민식… 집토끼부터 잡는다

국제신문 04면

“서 시장 매니페스토 평가 부풀려 시민 기만”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부산진구청장 후보공천 결국 경선으로 선회

국제신문 05면

이주환 연제당협위원장 정치력 시험대

국제신문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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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타고 떠난 특별한 봄소풍… 잊지 못할 추억”

부산일보 10면

푸른 눈의 작가가 본 부산, 부산 사람, 그리고 부산의 미

부산일보 24면

“블랙리스트 반성합니다” 고개 숙인 영진위

부산일보 25면

합창·클래식·국악… 금요일 시민회관 앞마당으로 오세요

부산일보 25면

선거체험관·낙동강 보이는 야외 놀이터도 인기

국제신문 17면

형제복지원

“우린 짐승 취급도 못 받았다”

부산일보 08면

김해 신공항

“소음·안전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 중단” 3개 반대委 집회

부산일보 11면

‘무허가’ 염막마을 주민들 “보상·이주 대책 서둘러라”

부산일보 10면

대저 토마토 축제 놀러오세요

국제신문 12면

“행정수요 터질 지경인데”… 정관읍 공무원 증원 제동 걸려

국제신문 07면

정관 또 정전… 6000세대 불편

국제신문 08면

1주 새 싱크홀 3건… 전포로가 불안하다

국제신문 08면

‘철도차량정비단 신항 이전’ 정부 예산으로 추진

부산일보 01면

‘부산은행 아들 채용 청탁’ 前 부산시 간부 구속

부산일보 09면

부산은행 아들 채용청탁 혐의 부산시 전 간부 구속

국제신문 07면

상수도 발상지 부산 ‘130년 역사’ 남긴다

부산일보 10면

‘레이더 카메라’ 동서고가로 과속 잡는다

부산일보 10면

‘징용노동자상’도 제2 소녀상 처지되나

국제신문 08면

부울경 하수도 확충 국비 2578억 투입

국제신문 10면

“대통령 공약 ‘해사법원 부산 설립’ 이행하라”

국제신문 18면

부산 ‘경유차 환경부담금’, 쓰인 곳은 수도권

부산일보 01면

부산 상용근로자 비율 50.3% 24년 만에 전국 평균 50.2% 추월

부산일보 10면

부관훼리 ‘성희호’ 전 객실에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부산일보 20면

“에코델타, 민간 주도로 스마트시티 조성”

국제신문 02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화합의 리더십 보여야”

국제신문 13면

부산시·창조경제센터, 지역기업 판로 지원 확대

국제신문 15면

“한일어업협정 이달 내 타결 안되면 비상한 결단”

국제신문 18면

BPA “예산절감 선제 대응” 올해 부채비율 48% 목표

국제신문 18면

부산 해운대을 보선 출발부터 ‘후끈’

부산일보 04면

수영구청장 예비후보 낙선 종용 문자 ‘시끌’… 선관위, 조사 나서

부산일보 12면

서병수 “네 번이나 출마”-오거돈 “자신 돌아보라”

국제신문 04면

“지방권력 교체열망 강해… 모호한 선거연대는 안 한다”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강서구
기장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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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김해 신공항
기장군
연제구
해운대구

4/9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보림극장, 건물은 사라져도 추억은 남는다

부산일보 02면

지난해 놓친 BIFF 상영작 다시 한번…

부산일보 29면

부산영어방송 봄맞이 개편

부산일보 29면

제작부터 완성까지 3년… 부산 로케 장편 전주영화제 진출

국제신문 20면

김해시민 “신공항 유치 결사반대”

국제신문 11면

기장 농촌체험센터 개관

국제신문 08면

고소한 기장 멸치 맛보러 오이소

국제신문 18면

‘1500년 전 거칠산국 부활’ 7~8일 연제고분판타지 축제

부산일보 10면

엘시티, 조만간 공사 재개

부산일보 10면

‘사망사고’ 엘시티, 한 달만에 공사재개

국제신문 08면

‘채용 비리’ 부산 공무원들 잇단 덜미

부산일보 09면

부산 ‘해사산업혁명 4.0협의체’ 생겼다

부산일보 19면

해사산업 위기극복 해법 모색 부산 12개 기관 협의체 발족

국제신문 18면

낙동강 하구 지하저수지 만들어 청정수돗물 공급

국제신문 03면

“시립볼링장 건립 부산시 적극 나서야”

국제신문 05면

‘불통’ 허용도 회장 체제, 부산상의 출발부터 ‘삐걱’

부산일보 02면

“부산시·정부 중심으로, 지역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시급”

부산일보 06면

김해공항 비행기 늘었는데 소음 피해 지원금 되레 감소

부산일보 08면

‘2개 대심도 도로’ 건설 참여, 사활 건 지역업체

부산일보 16면

‘지역 벤처·혁신기업 성장’ 두 팔 걷은 부산 금융기관

부산일보 17면

LH, 부산 동부권 주거복지센터 개소

부산일보 17면

가속도 붙은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률 51%

국제신문 21면

부산 주택 정비사업 인센티브 설명회 가져

국제신문 16면

부관훼리 성희호, 모든 객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국제신문 18면

민주 부산시당 공천, ‘될 사람’ ‘줘야 할 사람’ 고심 역력

부산일보 04면

PK 정치권 ‘추경안 처리’ 복잡한 셈법

부산일보 05면

‘자기 목소리’ 내는 이헌승 시당위원장

부산일보 05면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라고! 중앙당에 뿔난 PK 한국당

부산일보 05면

민주당 영도·동래·남·기장 경선… 해운대 등 9곳 단수추천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부산진구청장 ‘낙하산 경선’ 파열음 증폭

국제신문 04면

북·사하·금정구청장은 후보경선 확정

국제신문 04면

“지방선거 막판 한 달 변수가 판세 좌우할 것”

국제신문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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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형제복지원
강서구
동래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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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4월, 부산엔 ‘연극의 꽃’이 핀다

부산일보 24면

‘붉은 산수’ 부산을 물들이다

부산일보 25면

무성의한 리모델링 ‘한성 1918’, 근대적 가치 실종

국제신문 03면

중국 신화·전설을 고전 춤으로… 션윈예술단 부산 찾는다

국제신문 21면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 내일 독주회

국제신문 21면

어둠에 덮였던 미지의 세계… 부산미술 ‘모던 정신’을 깨우다

국제신문 22면

일가족과 함께 젖먹이까지 수용

부산일보 01면

또 강서구 공무원… 올해만 3번째 비리

부산일보 09면

홈플러스 주차 유료화에 사직야구장 일대 도로 ‘혼란’

국제신문 08면

아파트 신축에 학급부족 우려 온천초 증축한다

국제신문 08면

치솟은 집값에 해운대 인구 준다

국제신문 01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후원회 발족

부산일보 02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후원회 창립총회

국제신문 03면

부산, 갈 길 먼 ‘석면 제로화’

부산일보 06면

부산 모든 유치원·초등·특수학교에 올해 내 ‘공기정화기’ 설치

부산일보 06면

부산 초교 연내 공기청정기 설치

국제신문 08면

“부산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부산일보 08면

부울경 31곳서 200억… 대형병원 ‘임금체불 뇌관’ 터졌다

부산일보 09면

소방 드론·첨단 헬기 등 도입… 부산형 소방안전시스템 구축

부산일보 10면

부산 교육예산 편성에 고교생·대학생 참여

부산일보 10면

부산 세 번째 공동직장어린이집… 회사 1분거리라 안심

국제신문 06면

“부산도시가스, 신규주택 인입배관 시공책임 전담해야”

국제신문 15면

부산교육청, 매달 1~6차례 입시설명회 개최

국제신문 18면

부산도시공사 놀이터 2곳 개·보수 6000만 원 지원

국제신문 28면

부산 신발 9개 사 세계적 브랜드로 키운다

부산일보 16면

부산 신발, 글로벌 브랜드로 키운다

국제신문 15면

세계적 벤처캐피털 ‘요즈마’ 부산 스타트업과 손잡는다

부산일보 17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소통의 리더십 보여야”

부산일보 17면

부산서도 가문관리 서비스, 삼성생명 ‘패밀리부산’ 개소

부산일보 17면

뒤바뀐 ‘창과 방패’… 서병수 시장, 계급장 떼고 선거전 뛰어든다

부산일보 04면

‘정치 본거지’ PK에서 말 안 먹히는 홍준표

부산일보 05면

PK ‘미니 총선’… 여·야 “안심 못 해”

부산일보 05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민주당 원팀, PK 확대…광역단체장 석권 노린다

부산일보 05면

‘셀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부산일보 09면

한국당 부산 북구청장 경선 황재관·손상용·조성호 접전

국제신문 04면

오거돈은 사하·서병수는 해운대가 또 승부처

국제신문 04면

부산시향 “새 얼굴로 봄을 연주합니다”

부산일보 22면

미술에 ‘미친’ 공무원, 월급 모아 300점 작품 구입·전시회

국제신문 02면

부산시향의 ‘일탈 혹은 일상’… 소확행 즐기세요

국제신문 22면

“영화 인문학으로 또 다른 콘텐츠 생산의 장 만들겠다”

국제신문 29면

천종호 부장판사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출간

국제신문 29면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영어식 새 이름 선정 중단하라”

부산일보 08면

기장군

기장 지방선거 예비후보 “속탄다, 속타”

국제신문 09면

남구

남구 소방서 신설… 신형 소방헬기 도입

국제신문 09면

동래 아파트 4부자 사망 화재 방화 가능성 제기

국제신문 08면

밤길 무서운 서대신동 골목 보안등 14개 교체

국제신문 20면

“해운대 과선교 철거 구간, 인도 폭 3m는 돼야죠”

부산일보 09면

금정산 등 유네스코 지질공원 추진

부산일보 06면

쇠미산·백양산까지 포함해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국제신문 02면

세금 쏟아붓는 원도심 재생 관광객 늘어도 인구 감소 여전

부산일보 08면

“무분별한 개발은 그만! ‘지속가능 부산’ 만들자”

부산일보 10면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 부산 올 들어 네 번째 발생

국제신문 08면

부산 공사현장 또 인부 추락사

국제신문 08면

“우수 지역 인재를 찾습니다” 부산 8개 공기업 공동 설명회

부산일보 18면

‘관광도시 부산 미래’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19면

동남권 기업 4년간 신규 상장 달랑 14곳

부산일보 19면

이 와중에 정신 못 차리는 부산상의, 임원진 구성 끝없는 잡음

부산일보 19면

부산상의회장 마이웨이 행보… ‘불통·오만’ 시각도

국제신문 12면

2018 창업박람회 내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서 열려

국제신문 15면

2018 산학협력 엑스포 부산서 2년 연속 유치

국제신문 15면

SM상선·부산 화주단체 동반성장 ‘맞손’

국제신문 18면

부산시장 후보들 캠프 구성 박차

부산일보 05면

부산교육감 보수 단일화 막판 ‘삐걱’

부산일보 06면

부산교육감 주자 김석준·김성진·함진홍 압축

국제신문 01면

부산 문화

동래구
서구
해운대구

4/1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149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현 교육감 vs 신인 2명… 보수진영 학습 효과·결집 주목

국제신문 03면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부산서 신작 공개

부산일보 02면

부산시립도서관·부산문인협회 독서문화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부산일보 27면

부산서 꽃피운 한글 아름다움, 서울서 뽐낸다

부산일보 28면

미술에 눈돌린 시민회관, 눈길 잡을까

국제신문 24면

부산국제무용제, 콩쿠르 첫 도입

국제신문 24면

12살에 겪은 생지옥, 기록 확인한 순간 눈물만

부산일보 02면

“형 좀 찾아주세요” 핫라인 문의 쇄도

부산일보 02면

국토부, ‘수용력 뻥튀기’로 김해공항 확장 제동

부산일보 01면

이용객 급증, 시설 그대로… 그런데도 ‘수용 능력’ 좋아졌다?

부산일보 03면

모의폭발물 못 찾았다고 감봉이라니… 김해공항 비정규직 ‘폭발’

부산일보 03면

동래구

세법 적용 잘못해 23억 날릴 뻔한 동구

국제신문 09면

동래구

“4부자 숨진 아파트 화재, 아버지 방화로 추정”

부산일보 09면

부산 1호 공공키즈카페, 7월 구포시장에 문 연다

부산일보 06면

해운대 송정 갈포행복마을센터 개소

국제신문 29면

부산 재개발·재건축 심의 깐깐해졌다

부산일보 01면

부산 시민 76.6% “나는 건강하다”

부산일보 02면

“문재인 대통령, 해사법원 부산설립 공약 지켜라”

부산일보 02면

부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첫 달성

부산일보 08면

금정산 국립공원화 ‘시동’ 부산시, 경계안 최초 공개

부산일보 10면

부산 3개 공공기관 유치해 지진·원전 안전 메카로

국제신문 02면

부산문화재단 전 대표 미투 “4년전 대학생 인턴 성추행”

국제신문 06면

부산 공사판 일거리, 부산 건설업체 ‘몫’ 늘어나

부산일보 03면

10월 ‘2018 IEC 부산 총회’ 준비 본궤도

부산일보 16면

부산 문화

형제복지원

김해공항

북구
해운대구

4/12

부산 시정

“부산 IoT산업 주역 예비창업자들 ‘리빙랩’서 맘껏 아이디어
부산일보 17면
펼치세요”

부산 경제

150

창업아이디어 ‘IoT 리빙랩’서 제품화하세요

국제신문 13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제품 합동구매

부산일보 17면

“관광과 쇼핑 동시에” 부산면세점 용두산점 오픈

부산일보 17면

부산면세점 용두산점 오늘 문 연다

국제신문 01면

대한전문건설협 부산지회 ‘제도 개선’ 촉구 걷기대회

부산일보 18면

부산 마이스산업 ‘중국인 편식’ 탈피

국제신문 01면

BIFC 위탁관리 입찰, 현 업체 개입의혹

국제신문 06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형제복지원
남구
해운대구

4/1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대한제강 신평공장 산재발생 가동중단

국제신문 13면

부산 금융기관 “고객 곁으로 한걸음 더”

국제신문 13면

홍준표 “PK에서 확실하게 승기 잡아”

부산일보 05면

부산 정당득표율 급변… 무너지는 ‘보수 독점’

부산일보 06면

부산 한국당, 시의원 선거구 20곳 단수 추천

부산일보 06면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공천 9곳 무효화… 시당 발칵

국제신문 04면

吳, 구 여권인사 대거 합류-徐, 시 정무직·박상헌 가세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서병수·김기현·김태호 공동전선 구축

국제신문 15면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부산 온다

부산일보 24면

골목과 삶, 부산의 역사다

부산일보 24면

부산과 파리 영화학도, 5년간의 교류 ‘다큐’로 힘 모아

부산일보 24면

“부산 영화인 헤아리지 못했다… 달라진 BIFF 입증 자신”

국제신문 23면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 부산 달군다

국제신문 23면

검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결정

부산일보 01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재판 재개될듯

국제신문 06면

관리처분 계획 확정 대연비치 재건축 ‘탄력’

부산일보 18면

“해운대구, 세월호 현수막만 철거”

국제신문 08면

‘건강도시 부산’ 어디까지 왔나… 공공의료 토론회

부산일보 12면

북항 통합개발 계획 수립부터 부산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부산일보 16면

청년 고용 팔 걷은 부산시, 일자리 르네상스 본격 추진

부산일보 17면

부산 촛불집회 960여 회… “잊지 않겠다는 약속 지킬게요”

국제신문 03면

민락항 돌돔치어 4000마리 방류

국제신문 06면

경찰 ‘댓글공작’ 수사단, 부산청 압수수색

국제신문 06면

부산관광발전 산·관·학 머리 맞댄다

국제신문 15면

부산 첫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가동

국제신문 15면

부산인의 부산제품 사랑, 무르익는다

부산일보 03면

‘LCT 허위 대출’ 부산은행 신규 PF업무 3개월 영업정지

부산일보 16면

부산은행 PF 신규영업 3개월 정지

국제신문 13면

부산 마이스 손님, 중국인 일색 → 동남아인 다변화

부산일보 19면

부산세관 신항청사 문 열었다

부산일보 20면

부산세관 신항청사 준공식

국제신문 18면

신항에 국내 최대 ‘저온물류센터’ 개소

부산일보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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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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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국내 최대 저온물류센터 개장

국제신문 18면

부산과학기술상 영광의 얼굴들

국제신문 01면

공공기관 지역제품 구매상담회

국제신문 08면

부산면세점 용두산점 개소식

국제신문 13면

부산시, 올해 청년 1835명 취업 돕는다

국제신문 13면

이제 부산서도 스마트폰으로 ‘쏘카’ 부르세요

국제신문 16면

‘김기식 논란’에 속 타는 PK 민주당

부산일보 01면

부울경은 한 뿌리… ‘서병수·김기현·김태호’ 공동 전략 추진

부산일보 03면

중앙당과 공천 갈등, 여·야 부산시당 위원장 ‘동병상련’

부산일보 03면

“부산도 바꿔야”-”文정권 심판론”… 세대별 극명한 지지성향

국제신문 04면

여야 중앙당발 부산 공천 뒤집기 왜… 당대표 친정체제 구축

국제신문 05면

夜! 낙동강 유채꽃 보러 가자!

부산일보 01면

부산비엔날레, ‘분리’를 바라보다

부산일보 29면

부산 관객 찾는 ‘국가대표 합창단’

부산일보 29면

‘한성 1918’ 외벽 전면 개선, 근대건축 정체성 되찾는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곳곳서 봄 맞이 축제

국제신문 08면

부산비엔날레 주제 ‘비록 떨어져 있어도’… 분단의 아픔 마주한다

국제신문 20면

부산현대미술관 6월 15일 정식 개관

국제신문 20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31년 기다렸습니다”

부산일보 01면

형제복지원 사건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일보 10면

‘형제복지원 수사외압’ 박희태 곧 소환

국제신문 06면

아이에스동서, 용호동 ‘분포문화센터’ 기부

부산일보 17면

괴정천 하수관로 정비 BTL로 2023년까지 추진

국제신문 07면

‘응답하라 태종대’ 사계절 테마관광지 대변신

부산일보 03면

태종대, 체류형 관광지로 업그레이드

국제신문 01면

해운대해수욕장, 부산 최초 ‘열린 관광지’

부산일보 19면

‘세월호 참사 4주년’ 부산, 기자회견·1인 시위·다큐 상영…

부산일보 08면

부산시청, 또 털렸다

부산일보 09면

뿌연 주말… 부산·경남 올 들어 첫 ‘미세먼지 경보’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지방비 4억 투입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국제신문 18면

테트라포드 사고다발지역 특별관리구역 지정키로

국제신문 18면

부산의료원 ‘건강도시 토론회’

부산일보 06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형제복지원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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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내달 부울경 지자체 대상…정부 찾아가는 재정컨설팅

부산일보 17면

KIMST, 17일 부산서 해양 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부산일보 19면

부산~제주 항공편 또 축소 다가온 휴가철 ‘티켓 전쟁’

국제신문 01면

부산 휘발유 가격 8주 연속 하락세

국제신문 14면

BPA, 북항통합사 300억 지원하고 들러리 되나

국제신문 18면

김대식 사무소 개소식은 한국당 의원총회장?

부산일보 05면

與 잇따른 악재·野 거물급 투입… PK 재·보선 기류 ‘급변’

부산일보 05면

“흥행몰이로 기선 제압”… 부산교육감 후보 속속 캠프 꾸려

국제신문 04면

금정산서 치유와 생명의 큰 굿판 울린다

부산일보 25면

“해양도시 부산의 참 모습, 우리가 제일 잘 알죠”

부산일보 27면

미세먼지에 갇힌 유채꽃 축제

국제신문 01면

“세계선수권대회 부산유치, 탁구 활성화에 큰 도움될 것”

국제신문 05면

베트남 해역 잠들어 있던 대항해시대 아시아도자기
국제신문 18면
해양박물관서 전시
엘튼 존이 인정한 부산밴드 ‘세이수미’ 35일간 유럽 달군다

국제신문 21면

전쟁도 막을 수 없던 창작 열정 ‘피란 미술’ 꽃피우다

국제신문 22면

형제복지원 소유 ‘호주 골프장 문건’ 확인

부산일보 01면

형제복지원, 다시 ‘법의 심판대’로… ‘7전 8기’ 만에 수용자 원한
부산일보 03면
풀릴까
원장 일가의 ‘부활’, 어떻게 가능했나

부산일보 03면

서면 1번가 차량 제한속도 60→30㎞로 낮춘다

국제신문 02면

낚시 철 다가오는데… ‘구멍’ 여전한 테트라포드

부산일보 09면

관광도시 부산? 장애인에겐 여전히 ‘넘사벽’

부산일보 10면

부산시,구·군 청소년참여委 연합 워크숍

부산일보 29면

신항 배후부지 29만6945.5㎡ 부산진해경자청 토지등록 완료

국제신문 15면

정부, 관광사업자 범주 확대 추진 부산 마리나산업 투자 활성화
부산일보 06면
기대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마리나업도 관광사업 인정 부산 해양레저 활성화 박차

국제신문 02면

썬더치킨 부산에만 111개 매장, 인기 비결은?

부산일보 17면

‘메이드 인 부산’, 中·베트남과 수출협약

부산일보 17면

부산농협, 풍년농사 지원 전국 동시 스타트업

부산일보 29면

지역 청년 아이디어로 골목상권 띄운다

국제신문 15면

‘메이드 인 부산’ 제품 해외시장 진출

국제신문 15면

부산시장 후보 경쟁적 정책 발표에 숨은 뜻은?

부산일보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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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당, 북·사하·금정 기초단체장 ‘현역 불패’ 공천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장 후보 ‘해양수도 5대 공약’ 채택하라”

부산일보 16면

이해성 “해운대순환교통망 구축”

국제신문 04면

오거돈 부산시민안전공단 설립 공약

국제신문 05면

현역의 높은 벽… 한국당 구청장 경선서 승리

국제신문 05면

‘정과정’ 논란에 휩싸인 부산연극제

부산일보 22면

바닷길에서 만난 아시아 도자기

국제신문 12면

이기대 해국이 수놓을 ‘푸른’ 부산현대미술관

국제신문 22면

5년째 표류 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하다

부산일보 06면

“피해자 피땀 가로챈 박인근 재산 국가가 구상권 청구 통해
부산일보 06면
환수해야”
바윗덩어리 아슬아슬… ‘공포의 금정산성로’

부산일보 09면

“옛 부산외대 부지 시비 매입, 해양클러스터 개발”

부산일보 02면

부산외대 우암부지 市가 사들여 공익개발

국제신문 01면

4년째 흉물로 방치된 이기대 전망대

국제신문 10면

부산진구

‘고무신에서 나이키까지’ 부산진구의 신발 헌화가

국제신문 23면

사하구

홍티아트센터, 체험형 문화예술교육·개인전 풍성

국제신문 23면

영도구

태종대 테마관광지 개발계획… 환경단체 “난개발 즉각 중단을”

부산일보 10면

‘장애는 다름일 뿐’ 20일 부산서 다채로운 행사

부산일보 11면

“도시브랜드 ‘다이나믹 부산’ 이제 지역민의 애착 떨어져”

부산일보 17면

부산신보재단, 단독 사옥 시대 ‘활짝’

부산일보 17면

부산신보재단 설립 21년 만에 시청 근처 신사옥으로 본점 이전

국제신문 13면

시민 함께하는 ‘북항 통합개발’, 인천도 ‘벤치마킹’

부산일보 20면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정부가 부지매입 지원

국제신문 02면

부산 대규모 집회할 광장이 사라진다

국제신문 10면

부산 IT기업 ‘스마트소셜’ 취업컨설턴트 챗봇 개발 나선다

부산일보 19면

‘CPP(컬러 플레이 파티) 크루즈 2018 부산’ 18일 첫 출항

부산일보 20면

아시아 최초 컬러 테마 크루즈 오늘 출항

국제신문 18면

상견례 대거 불참… ‘반쪽 부산상의’ 현실로

국제신문 01면

초소형전기차 ‘트위지’ 국내생산… 부산-대구 유치전

국제신문 02면

“트위지 부산서 생산 땐 지역 車부품 업계 재도약 가능”

국제신문 12면

‘스마트 시티 부산’ 미래상 과학축전서 체험해보세요

국제신문 10면

부산 무역협회, 오일가스 기업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

국제신문 15면

남구

4/18

부산 시정

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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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부산진구

4/19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안전한 부산항 위해 마련된 노·사 협력식

국제신문 18면

해운동맹 재편 후 부산항 외국선사 물동량 비중 늘어

국제신문 18면

PK 기대주 ‘김경수 의혹’에 지방선거 판도 바뀌나 ‘촉각’

부산일보 06면

여야 부산시당 ‘공관위’ 속개 공천 작업 가속도

부산일보 08면

부울경 정치권, 기초단체장 공천 희비 ‘쌍곡선’

부산일보 08면

6·13 시민 제언… 사회총괄 부시장직 두자

국제신문 01면

부산시장 후보들, 지방분권 개헌 촉구

국제신문 01면

시정 패러다임 ‘토건 대신 사람’ 전환… ‘제왕적 시장’ 견제

국제신문 03면

오거돈 “바뀐게 없다” 포문-서병수 “성과 많다” 반박

국제신문 04면

세계적 팝 컬처 축제 ‘코믹콘’ 내년 부산 개최 추진

부산일보 17면

부산시 ‘2018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공모사업’ 1위

부산일보 18면

국립부산국악원 10돌 맞이 놀이판

부산일보 24면

전세계 현대미술 새로운 물결 한자리에

부산일보 24면

‘음원 강자’ 자이언티&헤이즈 부산에

국제신문 24면

생곡재활용센터 부산시가 운영

부산일보 10면

생곡 재활용센터 부산시 운영권 인수

국제신문 08면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근린생활·상업 용지 분양

부산일보 17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힘 실린다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침례병원 매각연기 법원에 요청키로

국제신문 09면

고리 2호기 계획예방정비

부산일보 11면

남구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 이웃돕기 운동

국제신문 21면

‘쌈, 마이웨이’ 촬영 호천마을,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

국제신문 12면

부산시의회 옆 사거리 회전교차로로 바뀐다

부산일보 02면

‘엘시티 향응 의혹’ 부산동부노동청 등 7곳 압수수색

부산일보 08면

대선주조·부산도시공사 협약

부산일보 34면

부산에너지과학고 11년 만에 교명 바꾼다

국제신문 10면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사옥 개소

국제신문 12면

“김해공항 수용력 뻥튀기 국토부 규탄”

부산일보 01면

부산발 기술창업 ‘통계 표준’ 개발 ‘부푼 꿈’

부산일보 17면

부산 핀테크 선점, 올해가 골든타임

국제신문 01면

기업 단 2곳 걸음마 단계… 시, 금융보안원 유치에 총력

국제신문 03면

“부산 소상공인 생계터전 위협 노브랜드 골목상권 진출 우려”

국제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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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출처

부산발 푸드트럭 ‘함무보까’ 전국무대에 선뵌다

국제신문 12면

향토 유통업체 수익성 갈수록 뒷걸음

국제신문 13면

“지역 업체 무역역량 강화로 해외진출 돕겠다”

국제신문 29면

해운대을 보선 ‘심판론 vs 인물론’ 격돌

부산일보 06면

세몰이에 공약으로 맞불… 해운대을 보선 벌써 가열

국제신문 05면

부산시장 여론조사 앞선 오거돈 ‘적극’ 2위 서병수 ‘느긋’

부산일보 06면

민주당 기초단체장 부산진 등 6곳 경선

부산일보 06면

민주당 영도·동래·남·부산진·금정·기장 기초단체장 경선

국제신문 05면

설동근 전 교육감 파기환송심서 감형

국제신문 08면

부산시립미술관 20주년 풍성한 잔치

부산일보 25면

안용복 장군 추모 제향 “독도 지킨 뜻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일보 35면

조항조·장윤정 부산서 트로트 콜라보

국제신문 23면

조선통신사 축제 시민참여·볼거리 늘려

국제신문 23면

강서구

통장단 회의 간 노기태 구청장 아내 ‘선거운동 논란’

부산일보 11면

금정구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국제신문 08면

수영구

수영고가도로 하부, 컨테이너형 청년문화공간 조성

국제신문 02면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 압수수색

국제신문 09면

부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시작됐다

부산일보 01면

보건소-의료원-부산대병원 유명무실한 협진 체계 바로잡아야

부산일보 08면

부산시교육청 교사 해외 연수 영어 부족한 대학간부가 인솔

부산일보 08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민 운동 닻 올랐다

부산일보 12면

“천마산터널 공사로 주변 주택 균열”

부산일보 12면

부산서 사할린 징용자 넋 기리기 나섰다

국제신문 07면

양도세 중과 앞둔 3월 부산만 ‘냉랭’

부산일보 02면

“천마산터널 공사로 주변 주택 균열”

부산일보 17면

D-30 부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부산일보 20면

부산상의 첫 임원 간담회… “지역경제 견인” 각오다져

국제신문 13면

부산창조센터 유망 스타트업 해외홍보 지원

국제신문 13면

“해운업계, 선박무인화 대응 서둘러야”

국제신문 18면

수출입 악용 금융범죄 단속 부산세관·현대상선 ‘맞손’

국제신문 18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청년 소상공인 마켓

국제신문 25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해운대구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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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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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오거돈 캠프, 신정택(전 부산상의회장)·서의택(동명문화학원
부산일보 05면
이사장) 영입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신정택·서의택, 오거돈 캠프 합류 가라앉은 가덕신공항 다시
국제신문 04면
띄우나
‘부산 무소속 시민후보’ 출범 “기성 정당 썩은 정치는 가라”

부산일보 05면

바른미래당 ‘공천 속도 내고 싶은데…’ 끝없는 보수 단일화 說에
부산일보 05면
‘발목’
정의당 박주미 ‘턱 없는 부산’ 장애인공약 발표

국제신문 05면

요강 필요한 문화회관 공연장, 부산 대표 맞나요?

부산일보 02면

“지역 신인배우 찾습니다” 부산영상위 픽업프로젝트

부산일보 29면

젊은 연극인들의 ‘부산 연극 톺아보기’

부산일보 29면

반환점 돈 부산 연극제, 아마추어 연극도 힘보태요

국제신문 20면

부산유일 국제핸드볼대회 내달 개막

국제신문 25면

기장군

새콤한 멸치 무침 당길 땐 기장으로

부산일보 02면

영도구

희망의 봄노래, 영도등대서 함께 즐겨요

국제신문 18면

부산 해운대구 학원 강사 중학생 뺨 때리고 발길질

부산일보 12면

북항 1부두, 개발과 보존 사이 해법 찾기 첫발

부산일보 12면

로스쿨 올 변호사 합격률… 부산대 41% 동아대 30%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오늘 서울서 해양산업 투자유치 설명회

국제신문 15면

부산에 ‘미래車 클러스터’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현대상선, 부산항 신항 4부두 운영권 되찾는다

부산일보 01면

미음산단에 매년 10곳 이상 관련 업체 유치 ‘집적화’

부산일보 06면

“공원일몰제 대책, 지방선거 공약으로”

부산일보 10면

현대상선 첫 승부수 ‘부산~북유럽노선’ 통했다

부산일보 16면

부산지역 최초 서비스協 떴다

부산일보 17면

부산 대표 중견기업 2곳, 2세 경영 본격화

국제신문 13면

현대상선 아시아·북유럽 노선 만선행렬

국제신문 15면

부산시 과열양상 지역주택조합 ‘경보발령’

국제신문 16면

부산도 서울도… 야당 최우선 과제는 ‘1 대 1 구도 만들기’

부산일보 05면

윤준호 지상전 vs 김대식 공중전 해운대을 보선 본격 ‘지략대결’

부산일보 05면

부산 정치권 ‘기초단체장 경선 경쟁’ 치열

부산일보 05면

또 쓰러진 ‘블랙팬서’

부산일보 02면

부산의 봄은 ‘단편영화의 바다’로…

부산일보 24면

‘365일 즐기는 과학놀이터’ 부산 과학관 10곳

국제신문 22면

부마항쟁재단 설립 정부 차원 논의

국제신문 08면

부산 문화

해운대구

4/2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마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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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형제복지원
사하구
해운대구

4/2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사과… 부산시장 후보에 질의서 발송

부산일보 08면

다대포해수욕장 관광객 크게 늘었다

부산일보 08면

올여름 해운대해수욕장서 열기구 타 볼까?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원룸 등 재활용쓰레기 대책 ‘외면’

부산일보 08면

부산시 CCTV ‘특혜성 입찰’ 진행 의혹

부산일보 10면

환경공단·시설공단·교통공단…정부, 부산 3곳 우수기관 선정

부산일보 11면

부·울·경 기초연금 수급률 지난해 12월 첫 70% 넘겨

부산일보 11면

천재원 대표·정재승 교수, 부산·세종 에코델타시티 총괄 책임자로
부산일보 16면
선정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감독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업가

국제신문 13면

부산시 정책수출 느는데 전담기구·인력 전무 실정

국제신문 02면

지역 로스쿨의 ‘멘붕’ … 비대위까지 구성

국제신문 08면

“부산 버스·택시업체 부당노동 중단하라”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미세먼지 측정소 2기 낮은 곳 이전”

국제신문 09면

“부산 경제 위기 벗어나려면 융합 테크노 밸리 조성해야”

부산일보 01면

해양진흥公 신청사, 마린시티로 확정

부산일보 02면

부산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

부산일보 11면

부산을 파워반도체·청정공기 산업 허브로…

부산일보 16면

부산, 파워반도체·청정공기산업 선도도시로

국제신문 13면

동부산단지 랜드마크 밖은 텅텅

국제신문 01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워라밸’ 맞추기,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국제신문 10면

발길 끊었던 중국인 관광객 돌아왔다

국제신문 13면

“지역 중소기업 수출 적극 지원… 든든한 파트너 될게요”

국제신문 14면

지역업계 신뢰·전문성 바탕 조선기자재 부문 수출 특화

국제신문 14면

서병수-오거돈, 설전 1R ‘가덕신공항’

부산일보 06면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는 ‘누구’… 경선 하루 앞두고 긴장감
부산일보 06면
‘고조’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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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서병수 대변인단 정비… ‘입심 대결’ 달아오른다

국제신문 05면

“부산 확 디비겠다” … 이성권 바른미래당 시장후보 출정

국제신문 05면

한국당 PK의원 국회서 ‘드루킹 특검’ 천막농성

국제신문 05면

광안리 ‘블랙팬서’도 취객에 당했다

부산일보 02면

부산서 미술품 경매 시장 또 열린다

부산일보 22면

부산 문화 모든 정보 한곳에서 ‘OK’

부산일보 22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국악과 함께 야외 꽃놀이를…

부산일보 22면

여성·부산·아이들 상상력 가득 내 인생의 ‘단편영화’ 즐기세요

국제신문 26면

‘붉은 산수’의 이세현, 부산의 봄을 수놓다

국제신문 26면

남구

부산 남구 성인문해교육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

국제신문 29면

북구

구포시장 내 지역 첫 공공 키즈카페 들어선다

국제신문 10면

86세 감천마을 스타, 마침내 독서사랑방 꿈 이루다

국제신문 09면

해운대구 선거 앞두고 호화 준공식 논란

국제신문 09면

7월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 해운대에 입주

국제신문 13면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지역·수도권 격차 커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아시아 제1 창업도시’ 선언

부산일보 17면

“부산, 싱가포르·홍콩 뛰어넘는 도시로”

국제신문 04면

부산시의회 부의장에 권칠우·전봉민

국제신문 04면

쇠락 산단을 창조·예술도시로… 지방공기업 독자적 주도

국제신문 06면

“도시재생 진행팀 선발심사에 지역민 참여”

국제신문 06면

버스전용차로 CCTV에 질낮은 부품 납품한 업자

국제신문 09면

공영주차장 섣부른 ‘IC카드’ 단말기에 시민 불편

국제신문 10면

부산판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민관 머리 맞댄다

국제신문 12면

부울경 ‘도시재생 뉴딜’ 올해 2100억

부산일보 08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울경 최대 13곳

국제신문 13면

부산 ‘5060’ 재취업 특화사업 추진

부산일보 10면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역대 최대’

부산일보 19면

부산 수출 효자 시장으로 떠오른 중남미

부산일보 19면

부산 ‘해양플랜트 O&M 사업(운전·유지보수)’ 추진 거점 생겼다

부산일보 20면

부산 대학가 ‘4차 산업혁명’ 대비 학과 개편나서

국제신문 10면

작년 부산 소매업 취업자 최다

국제신문 12면

세계 최첨단 원전기술 벡스코에 모인다

국제신문 13면

문현금융단지선 CSR이 대세

국제신문 13면

부산중기청, 경영난 소상공인에 1억5000만 원 지원

국제신문 15면

부산시의회 ‘기초단체장 출마’ 11명 사퇴, 유종의 미 절실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소지역주의’ 눈살… 정부 지원 놓고 서로 공격

부산일보 06면

‘엘시티 연루’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부산일보 09면

엘시티 연루 허남식 전 시장 무죄 확정

국제신문 09면

사하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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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기장군

출처

‘강성권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국제신문 01면

정상회담 만찬 메뉴 ‘부산 달고기’ 아세요

부산일보 02면

‘명고’ 김청만, 부산 단독 공연

부산일보 24면

대마도 구석구석 ‘조선통신사 흔적’ 살아 숨 쉬어

부산일보 24면

가족 휴먼극 ‘복길 잡화점의 기적’ 다시 무대에

부산일보 24면

아시아세일링위크 요트대회 27일부터 수영만 앞바다서

국제신문 18면

‘일곱빛깔 무지개’ 장애인영화제 상영

국제신문 21면

부산 인디씬의 한 축 ‘바이널 언더그라운드’ 영업 종료

국제신문 24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채용 과정 의혹” 진정 접수… 경찰
부산일보 09면
조사

남구

부산항을 더욱 아름답게… 북항 우암부두 디자인 입힌다

국제신문 18면

북구

북구 공영주차장 여성 안심벨 설치

국제신문 10면

강성권 예비후보 ‘캠프 여직원 폭행’ 파문

부산일보 01면

부산 대규모 유휴부지, ‘사전협상제’로 개발한다

부산일보 01면

2030 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청신호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특혜 시비 차단, 공익 개발 유도”

부산일보 08면

부산~논산 고속버스 신설…국토부, 전국 3개 노선 인가

부산일보 10면

부산~논산 고속버스 노선 7월 신설

국제신문 02면

의료분쟁중재원, 부산지원 5월 운영

부산일보 10면

의료분쟁중재원 부산지원 내달부터 상담 접수

국제신문 09면

부산 해양수산 주요 기관장 대거 바뀐다… 후임자 촉각

국제신문 02면

시장 되살린 청년들 이번엔 임대료 걱정

부산일보 10면

남항 유람선 공모 2개 업체 참가

부산일보 17면

‘마리나의 모든 것’ 부산 국제보트쇼 닻 올랐다

부산일보 17면

‘미래 성장동력 육성’ 부산 10개 기업 선정

부산일보 17면

부산, 미래성장동력 R&D기업 10곳 육성

국제신문 14면

“금융도시 부산에 독립 정책기구를”

국제신문 13면

지역 혁신형 중견기업 매년 10개사 선발·지원

국제신문 14면

메가마트, 부산판 ‘스페인 토마토축제’ 연다

국제신문 15면

경찰, 강성권 전 예비후보 폭행 사건 철저 조사

부산일보 02면

강성권 폭행 피해여성측 “성폭행은 없었다” 입장 번복

국제신문 08면

오거돈, ‘O.K.캠프’ 열고 직능조직 가동

부산일보 06면

오거돈 선거사무소 ‘O.K. 캠프’ 개소

국제신문 06면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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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4/2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서병수, 스타일 바꾸고 ‘열린 캠프’ 준비

부산일보 06면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복지 부시장·특보 신설제안”

국제신문 29면

일제강점기 우리글 배움터 ‘온천리 야학교’ 실체 밝혔다

부산일보 24면

세계인문학포럼 학술문화교류 업무협약

부산일보 24면

화강석 외벽에 꽃잎 문양 두른 근대 합리주의 건축 양식

부산일보 25면

충무공 정신 되살려 부산 가치 더 높이자

국제신문 09면

큐레이터 사로잡은 개성 ‘눈에 띈’ 9명의 신인작가

국제신문 23면

도시철도 ‘정관선’ 국토부 심의 통과

부산일보 01면

트램 ‘정관선’ 국토부 투자심의 통과

국제신문 09면

2030 부산 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사실상 확정

부산일보 01면

2030부산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청신호

국제신문 08면

쇠제비갈매기야, 낙동강 모래톱에 다시 오렴

부산일보 10면

부산항 북항 ‘시민 주도형 개발’ 본격화

부산일보 21면

북항 통합개발 시민 의견 모은다

국제신문 16면

부산시, 6000억 투입 ‘풍수해 없는 도시’ 만든다

국제신문 10면

관광벤처사업 공모 부산·울산 7곳 선정

부산일보 18면

“세계해양포럼, 해양수산 현장도 주목하는 포럼으로”

부산일보 21면

부산항, 러시아 목재 가공 수출 거점될까

부산일보 21면

부산디자인센터, 초기 창업기업 도약 돕는다

국제신문 13면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고삐 죈다

국제신문 13면

‘정상회담 VS 강성권’ 부산 여야 바람전쟁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강성권 사건’ 쟁점화… 부산경찰청 항의방문

국제신문 08면

부산 온 정치 스타 심상정 정의당 지역후보 지원사격

국제신문 08면

싱글벙글 서 시장 “4년 시정성과 드러나”

국제신문 08면

‘천년 뱃길’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로 연다

부산일보 10면

‘부산CC’ 국내 두 번째 개장 ‘역사 있는 골프장’ 접근성도 최강

부산일보 23면

‘동부산CC’ 세련·성숙·균형미 갖춘 ‘명품 골프장’ 명성 20년째
부산일보 24면
이어가
부산 문화

‘아시아드CC’ 내년부터 3년간 LPGA 대회 유치

부산일보 24면

화폭에 담긴 ‘블루’ 부산

부산일보 29면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28일 영화의전당 광장

부산일보 29면

로시니 오페라 한마당 펼친다

부산일보 29면

오페라 거장 롯시니 추모공연… 부산 대표 성악가 총출동

국제신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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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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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국제신문 13면

‘#인생샷’ 가능한 부산 명소는 어디?

국제신문 13면

“아파트 입주 시작하는데 밖은 공사장, 안은 균열”

부산일보 09면

깨지고 금 가고… 부실 어린이시설 적발

부산일보 11면

부산 영도구·동구 공무원 노동절인 내일 처음 쉰다

국제신문 09면

“북항통합개발, 정부부처 참여 확대를”

국제신문 18면

부산 땅값 전국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부산일보 01면

부산 땅값 상승률 세종 이어 전국2위

국제신문 14면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개원

부산일보 19면

대륙물류 기·종착 ‘부산의 꿈’ 달린다

국제신문 01면

“부산에 한국판 ‘크립토밸리’ 조성을”

국제신문 15면

BPA, 빈 컨테이너 야간반납 제한 없앤다

국제신문 18면

‘정상회담 바람’ 확산 VS 차단, 여야 시장선거 승기 잡기 치열

부산일보 09면

4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PK 정치권 “추경 처리 어쩌나”

부산일보 09면

PK 한국당 위상 ‘재보선 결과’에 좌우

부산일보 09면

부산 기초단체장 12곳 대진 윤곽… 민주, 사상·연제 재공모

국제신문 08면

2030부산엑스포 유치 여야 신경전

국제신문 08면

“성폭력은 없었다… 정치공세 멈춰달라”

국제신문 09면

‘바다미술제 공금 횡령’ 부산비엔날레 전 간부 검찰에 불구속
부산일보 10면
기소
‘온천천 책공간 스탬프 투어’하러 오세요

부산일보 24면

거장 막스 오퓔스의 ‘영상의 세계로’

부산일보 24면

‘금수현 기념공원’ 심포지엄 1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

부산일보 24면

부산 이북출신 많은데도 ‘평양냉면’ 먹기 왜 어렵나

국제신문 02면

“만찬 오른 달고기 낚아볼까”… 부산 방파제 북적

국제신문 02면

어린이날 앞둔 부산, 신나는 문화놀이터로 변신

국제신문 22면

부산시장 후보들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사과 약속”

부산일보 01면

기장군

기장 바닷바람 맞으며… 봄과 함께 달렸다

부산일보 20면

사상구

감천문화마을 골목길 매력적이네요

국제신문 09면

연제구

연제구 어르신·주민 ‘다하나가족축제’

부산일보 28면

부산 문화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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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시정 이모저모(5월)
일자

분야

출처

2030 부산 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기재부 승인’

부산일보 01면

부산엑스포 유치 국정과제로 전환

국제신문 01면

우리 지역 기사, 왜 네이버에는 없나요?

부산일보 02면

부산 낙후 도심 살리기 ‘철도 지하화’ 눈길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국제신문 11면

“이순신 정신을 부산의 공동체 근간 되도록 삼아야”

국제신문 20면

부산~北 나진 뱃길부터 다시 열자

부산일보 01면

전 세계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부산 회의

부산일보 09면

“부산·서울 양대 국제모터쇼, 차 산업 발전에 고무적”

부산일보 18면

부산 9억 넘는 공동주택 1159채… 10년 전의 128배

국제신문 01면

부산 게임 ‘파스텔 걸’ 인기… 1개월 만에 다운로드 100만

국제신문 02면

동해·경의선 연결 기대감 동남권기업 철도주 ‘껑충’

국제신문 11면

부산대·캠코, 우수 금융인력 양성 산학협력 체결

국제신문 20면

민주 ‘아킬레스건’ 3곳 구청장 후보 윤곽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PK 정치권, 홍준표 대표에 ‘부글부글’

부산일보 06면

해운대을 보선 여야 후보, 정상회담 기점 ‘엇갈린 행보’

부산일보 06면

‘등록엑스포 국가사업화’ 성과 놓고 부산 여야 공방전

부산일보 06면

오거돈·서병수 나란히 정책포럼 출범 본격 세 대결

국제신문 03면

인재풀 취약한 부산민주당 ‘공천 몸살’

국제신문 04면

유네스코 등재 후 첫 ‘조선통신사 축제’ 펼친다

부산일보 22면

피아니스트 박정희의 ‘담대한 도전’

부산일보 22면

제35회 BISFF 최우수작품상 ‘거리’

부산일보 22면

‘그날, 바다’ 상영관 찾아 삼만리… 영화다양성 잃은 부산

국제신문 02면

이색 콘텐츠로 진화 구포나루축제 11일 개막

국제신문 09면

“녹산산단 이주 노동자 문화시설·기숙사 건립해야”

국제신문 08면

부산지역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률 1위 ‘강서구’

국제신문 11면

“일광신도시 오수 기장 앞바다 방류 반대”

부산일보 11면

“제2 대티터널 땐 교통난 가중” 부산 서구의회 건설 중단 촉구

부산일보 11면

해운대구

부산 공동주택 최고가 해운대아이파크(285㎡) ‘31억’

부산일보 02면

부산 시정

부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통합 전산화로 연계 서비스 제공

부산일보 10면

5/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강서구
기장군
서구

5/2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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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재활용 쓰레기 대란 방지… 실태 전수조사·대책 마련 시급”

부산일보 10면

‘폐지 줍는 어르신 생계난’, 부산 복지계 실태조사 착수

부산일보 10면

북항 재개발·대중교통 정책 ‘원전문제 공론화’처럼 풀어야

국제신문 06면

벡스코 외국인 서포터즈 SNS 채널로 부산 알린다

국제신문 15면

부산 근해어선 ‘북한 수역 조업’ 추진

부산일보 01면

부산 어선들 북한수역서 고기 잡을 날 올까

국제신문 18면

주춤한 오시리아 동부산관광단지, ‘친투자 환경’ 조성으로 돌파구
부산일보 03면
찾는다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64

‘동남권 대표 관광단지’의 꿈, 십수 년째 ‘미완’

부산일보 03면

외국인 소유 부산 땅 감소

부산일보 17면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 전 과정 지원합니다”

부산일보 17면

‘배틀그라운드’ 개발자, 최대 50억 원 ‘성과급 대박’

부산일보 18면

부산 앞바다에 감성돔 치어 60만 마리 방류

부산일보 20면

부산항 북항, 한·중·일·대만 잇는 ‘多모항 최적지’

부산일보 20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국제신문 12면

캠코, 중소기업·자본시장 투자자 연결 플랫폼 구축

국제신문 12면

부산시·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포럼 개회

국제신문 13면

부산항 선석 생산성 세계 10위로 상승

국제신문 18면

BPA, 항만근로자에 안전장비 전달

국제신문 18면

남북 정상회담 훈풍에 PK 선거판 흔들린다

부산일보 01면

“북에 200조 퍼줄 수도” 부산서도 거침없는 홍준표 대표

부산일보 06면

부산지역 낙선 국회의원 후원금 직원 퇴직금·자문료로 많이 썼다

부산일보 06면

민주당 오거돈·송철호·김경수 ‘평화 마케팅’ 공동전선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서병수·김기현·김태호, 외연확장 삼각행보

국제신문 04면

민주·한국당 대표 논객, 부산시장 선거전 합류

국제신문 04면

‘가장 순수한 춤’의 매력에 흠뻑 빠져 보자

부산일보 24면

부산연극제 대상 ‘그림자의 시간’

부산일보 24면

부산 천마산 석성봉수대, 통일신라 말~고려 초 축조

부산일보 24면

부산 예인들의 ‘삶과 예술’ 속으로…

부산일보 24면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국내 첫 유치

국제신문 01면

강서구

개발사업에 마을 잃은 강서구 녹산동, 6만5000㎡ ‘녹산 고향동산’
부산일보 10면
조성

기장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실패’ 책임 묻는다

부산일보 1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진구

5/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기장군

보도내용

출처

기장 해수담수사업 실패 감사원 감사 청구

국제신문 09면

조방 앞 골드테마거리, 가업 이은 2세 ‘젊은 바람’ 분다

국제신문 12면

부산 전기차 ‘인색한 보조금’ 역주행 행정

부산일보 01면

보조금 아까워서 그러나? ‘방전’되는 인프라가 더 아깝다

부산일보 03면

“2030 부산엑스포 범국민 운동 전개”

부산일보 08면

부산시 ‘마을버스 점검’ 4대 중 1대꼴 위반 적발 개선명령 등
부산일보 09면
행정처분
미세먼지 줄이려면… “대중교통 활성화부터” 부산 시민 응답

부산일보 10면

9개월간 대화 한 번 없어… 부산시 갈등조정 ‘외면’

국제신문 07면

부산인권센터 설립은 공감… 실행은 제각각

국제신문 07면

부산 소비자물가 2.1% ↑ 전국 1위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본격화’

부산일보 02면

문현금융단지는 지금 ‘4차산업 인재’ 키우기 한창

부산일보 16면

부산 집값 넉 달째 하락 올해 누적 하락률 0.35%

부산일보 17면

자성대부두 성급한 재개발 공모

국제신문 01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투트랙’으로 속도낸다

국제신문 11면

PK 여야 “선거 도움 안 돼”… 중앙당 지원유세 회피까지

부산일보 05면

여야 부산시장 후보, 거대 이슈 틈새 ‘공약·시정’ 공방

부산일보 06면

反洪 여론 고조에 ‘PK 홍맨들’ 전전긍긍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부산 기초단체장·시의원·구의원 후보 확정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부산시의원 22명 재공천… 기초의원 절반 물갈이

국제신문 06면

대한체육회·부산시체육회 ‘스포츠푸드트럭’ 운영

부산일보 22면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 부산서 열린다

부산일보 23면

‘Again 지바’ 재현할 부산… 탁구 성지·국제 스포츠 도시로

국제신문 03면

상인·예술가들이 함께 만든 ‘일상 속의 문화’

부산일보 24면

‘금수현 기념공원’ 설립 위한 첫발 뗐다

부산일보 24면

‘제염’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로

부산일보 25면

온 가족들이 즐길 ‘축제의 바다’로 초대합니다

부산일보 25면

“부산의 다양성과 역동성, 좋은 시나리오 나올 듯”

부산일보 25면

‘민간주체 때 국비지원’… 법에 막힌 박재혁 의사 생가복원

국제신문 02면

천마산 석성봉수대, 통일신라 말~고려 초 축조

국제신문 21면

기장 의·과학 산단 내 방사선 기술원 부지 결국 일반 산업용지
부산일보 10면
변경

165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동래구
해운대구

5/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66

보도내용

출처

‘명장동 뉴스테이 사업’ 조건부 승인

부산일보 01면

주변 개발 ‘불똥’… 복천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발목 잡히나

부산일보 24면

“해양진흥공사가 왜 마린시티에?” 해운업계 어이 상실

부산일보 03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기존 사업자가 다시 맡는다

부산일보 09면

부산 3개 高 ‘벽’ 허물고 수업 공유 ‘눈길’

부산일보 10면

부산 과학혁신지수, 경기 절반도 안 돼

국제신문 01면

부산 도시공원 6곳 일몰제 대비 민간특례사업 본격화

국제신문 02면

“부산도 쓰레기 대란 조짐 재활용 실태 전수조사를”

국제신문 04면

지하철역 앞 금연구역 애매 반경10ｍ 기준 놓고 혼란

국제신문 10면

‘고용 없는 성장’ 터널에 갇힌 동남권 제조업

부산일보 16면

“일본 가는 中 관광객, 부울경 들러 놀다 가세요”

부산일보 19면

“부산항 면세품 집중 단속”… 범위 초과 물품 신고해야

부산일보 20면

급성장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 부산 세일즈로 새 시장 개척

국제신문 06면

“부산형 드론 띄워 튀니지 농업분야 적극 지원”

국제신문 06면

“자성대부두 최소 2022년까지 존속시켜야”

국제신문 18면

부산 앞바다에 어린 감성돔 60만 마리 방류

국제신문 18면

김석준 8일 출사표… 부산교육감 선거 본격 시작

부산일보 08면

“吳 우월한 독주” vs “徐 뒤집을 격차”

국제신문 01면

우리동네 달리는 6·13 지방선거 홍보단

국제신문 02면

두 번 뒤집힌 ‘30년 보수 텃밭’, 이번에도? 진정되나?

국제신문 03면

민주·한국 부산시당 서로 “너나 잘하세요”

국제신문 03면

“잘못된 공천 바로잡아라”… 농성장 된 민주당 부산시당

국제신문 04면

서병수, 오거돈에 ‘가덕신공항 끝장토론’ 다시 제안

국제신문 04면

부산 웹툰, 중국을 홀리다

부산일보 17면

“대학 도서관서 희귀 옛 명화를” 색다른 ‘영화 감상회’ 즐기세요

부산일보 29면

천주교부산교구 나눔실천 사회복지시설 42곳 지원

부산일보 29면

박재혁 의사 정부기록물 오류 투성이

국제신문 09면

“올해 4회째 행사… 부산시민 모두 와서 즐겼으면”

국제신문 09면

5월 가정의 달 연휴에 해양박물관으로 오세요

국제신문 18면

‘낭만가객’ 최백호, 청춘콘서트 연다

국제신문 20면

또따또가의 봄 축제 ‘할 수 있을거야’

국제신문 20면

부산 원로 예술혼 쏟아낸 예인예술제

국제신문 2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남구
동래구
영도구

5/5

5/7

보도내용

출처

“우암로 인근 아파트 소음피해 친환경 방음터널 설치해야”

국제신문 04면

동래민속예술의 진수 ‘한자리에’

부산일보 29면

지신밟기·탈춤 한자리… 동래민속예술축제

국제신문 20면

영도 ‘해돋이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최고 점수 받아

부산일보 16면

오거돈·서병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주도권 신경전

국제신문 04면

이성권 “아이키움 수당 지급… 출산율 끌어올리겠다”

국제신문 04면

노동자상 설치 갈등 해법 찾기 나섰다

국제신문 06면

남항유람선 우선협상자 선정 잡음

국제신문 06면

용암초 친구들의 ‘똥학교’ 탈출 성공기

국베신문 14면

‘가덕신공항’ 부산시장 선거 최대 이슈 부상

부산일보 01면

“홍준표 대표 한발만 물러서면…” 속 태우는 한국당 PK 출마자

부산일보 05면

연제 이성문·중 윤종서·사상 김대근 부산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부산일보 05면
선정

5/8

부산 시정

부산 경제

‘길 위에 선 노동자상’ 시민단체-정부 대화 결렬

부산일보 08면

친숙한 일상,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메시지

부산일보 16면

‘새 얼굴·실내악’의 향연, 부산음악축제

부산일보 16면

‘亞 최대 콘텐츠 비즈니스’ 부산콘텐츠마켓 9일 개막

부산일보 16면

바이올린 장인의 100년 넘은 고악기 해설과 연주 동시에

부산일보 17면

잊혀가던 향파의 작품들, 다시 태어나다

부산일보 17면

‘교육 1번지’ 동래구? 학생 100명당 1좌석도 안 돼

부산일보 03면

북항 통합개발추진단 상반기 출범 물 건너갔다

부산일보 08면

부산 44개 사업장 돌며 노동청 ‘미투’ 실태조사

부산일보 10면

구해줬더니 폭행 당한 ‘119’… 부산도 매년 10건 넘어

국제신문 02면

부산 변호사 사무실도 성폭력 ‘심각’

국제신문 08면

“보호대상자에 욕설 전화” 부산보호관찰소 교관 징계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재활용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조례개정 착수

국제신문 08면

사드 해빙? 부산은 아직 춥다

부산일보 02면

부산항 컨터미널 매출 1조 돌파 ‘씁쓸한 성적표’

부산일보 08면

“부산형 뉴스테이 강행 우려”

부산일보 09면

“럭셔리 랜드로버 타고 부산여행 해요”

부산일보 17면

동남권 스타트업 육성… 신보 100억 푼다

국제신문 01면

부산항 컨 터미널 운영사 전체 매출 1조에도 ‘씁쓸’

국제신문 02면

“부울경 스타트업 생태계 지역 중 최고”

국제신문 13면

167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오거돈-서병수 ‘가덕신공항 끝장토론’

부산일보 01면

가덕신공항 찬반 徐vs吳 끝장토론

국제신문 01면

오거돈 ‘서병수 말바꾸기’ 공략 vs 서병수 ‘오거돈 인기 영합’ 부각

부산일보 04면

보수층 결집시키며 민생 챙기고 출마앞둔 서 시장 재선행보 시동

국제신문 04면

낙동강하구 누비며 ‘2018 습지체험 행사’

부산일보 10면

낙동강 하구 11~13일 습지체험행사 때 개방

국제신문 09면

명인이 풀어내는 전통춤 ‘진수’

부산일보 22면

독립영화의 모든 것 ‘인디피크닉’이 왔다

부산일보 22면

老 작곡가의 열정 담은 ‘진혼기도’ 부산서 첫 무대

부산일보 22면

바다 위 구름 속 거닐 듯-비바람에도 걷기축제 성황

국제신문 01면

광복로 메운 조선통신사 행렬

국제신문 02면

세계 방송콘텐츠 다 모인다… 내일부터 부산콘텐츠마켓

국제신문 21면

“의·과학 산단에 일반 산단 조성 철회하라”

부산일보 10면

‘도심 사행시설’ 서면 경륜장 문 닫나

부산일보 09면

사하구

도시철도 공사 ‘지옥 구간’ 하단오거리 안내도 부실

부산일보 10면

연제구

與 절치부심 끝 후보 확정… 연제구청장 관록-패기 대결

국제신문 04면

버스차고지 신설 노선 확충 강서 ‘교통 오지’ 오명 뗀다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전담부서 신설·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재단화를”

국제신문 06면

지역 해수욕장 8월31일 일괄 폐장

국제신문 08면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정책세미나 오늘 개최

국제신문 18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기장군
부산진구

5/9
부산 시정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부산시, 최대 40만 원 보조금
부산일보 11면
지급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68

부산에 전국 첫 공공 지원 청년주택 추진

부산일보 16면

냉면·밀면·국수… ‘면’으로 일본인 관광객 잡는다

부산일보 17면

부산디자인센터, 법률자문단 호평

부산일보 19면

여 “20곳 차지” vs 야 “34곳 사수”

부산일보 01면

김석준 부산교육감 재선 출사표

부산일보 09면

부산시장 후보 검증 명분 네거티브 경계 목소리

국제신문 04면

“이러다 선거 전패”… PK중심 홍준표 퇴진 목소리 확산

국제신문 05면

서병수 부산시장, 인물론 앞세워 대반전 승부수

국제신문 05면

후보들 캠프 구성… 부산교육감 선거 본격

국제신문 09면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국제신문 09면

행사장 전락한 부산시민공원

부산일보 1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남구
동구
해운대구

5/1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올여름 부산, 어떤 해수욕장 가 볼까?

부산일보 11면

10일 부산공간포럼 개최 ‘부산 건축의 길…’ 주제

부산일보 24면

“음악 통해 ‘열정의 시대’로 돌아가요”

부산일보 24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에스토니아서 초청공연

국제신문 24면

“부산 프로배구팀 창단, 어른들이 나서주세요”

국제신문 27면

‘우암동 소막사’ 등록문화재 됐다

부산일보 09면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문화재 됐다

국제신문 01면

남구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공모 선정

국제신문 21면

동구청 “노동자상 철거하라”

부산일보 02면

해운대구 직원들 ‘자투리 급여’로 이웃 보금자리 지원

국제신문 21면

부산대, 금정산 30만㎡ 개발 논란

부산일보 01면

대학 살자고 푸른 숲 훼손… 무책임한 상아탑에 비난 목소리

부산일보 03면

동아시아문화도시 2018부산 개막

부산일보 02면

‘북항통합개발추진단’ 당위성 애매? 참여정부 때 이미 존재했던
부산일보 03면
기구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년마다 ‘정밀검사’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SOC 사업예산 3550억 내년 국비 반영 요청

국제신문 02면

부산시, 유리한 통계만 적극 홍보 ‘눈살’

국제신문 13면

해운대구 등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 분양 시장 촉각

부산일보 18면

부산 아파트 연말까지 23곳 1만 9000여 세대 공급

부산일보 18면

르노삼성 부산공장 누적생산 300만 대 돌파

국제신문 12면

靑·내각 진출 ‘PK 친문’ 명암… 김영춘 ‘맑음’ 조국 ‘흐림’

부산일보 06면

‘이슈·민심·조직’ 주도권 뺏긴 ‘서·기·호’, 대역전 가능할까

부산일보 06면

침례 ‘공공병원 전환’ 4당 시장 후보 동참

부산일보 10면

중도 박효석 예비후보 등록 부산교육감 선거 4파전?

부산일보 10면

서병수 “민생·경제문제 집중”… 文정부 아킬레스건 공략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현역구청장 100% 재공천 약? 독?

부산일보 05면

“바다의 삶과 역사를 조명하다”

부산일보 24면

부산 기악동아리들의 한마당 대축제

부산일보 24면

춤과 밴드·노래… ‘댄스컬’로 푼 현대인의 삶

부산일보 24면

미국 문화에 대한 선망과 질시가 혼재된 역사적 공간

부산일보 25면

‘피란수도 1023일’ 잊힌 부산 역사, 소설로 되살린다

부산일보 26면

트럼펫과 현악기의 황홀한 선율, 누리마루 적셨다

국제신문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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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형제복지원
남구
동래구

5/1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170

보도내용

출처

낙동강 문명사 담은 박물관 에코델타시티에 들어선다

국제신문 02면

오시리아관광단지 ‘유채꽃 축제’ 새 명소로 가꾼다

국제신문 14면

부산평화영화제 개막작 음악다큐 ‘윤이상’

국제신문 24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20여 명 오거돈 후보와 간담회

부산일보 08면

오거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위 가동

국제신문 05면

국제규격 남구 실내빙상장 준공

부산일보 08면

11일 온천천 음악분수대 동래구 ‘열린음악회’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남북 수산 협력 추진위 구성

부산일보 01면

“부산대, 금정산 개발 철회하라”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전기차 지원금 줄이는 행정 이해 안돼”

부산일보 12면

“부산, SOC 확충 위한 재원 마련 시급”

국제신문 13면

장애인 선수 고용 확대 부산시-향토기업 협약

국제신문 23면

부산상의 회장 일가 ‘불법 임대업’

부산일보 01면

‘활발한 네트워크’ 카페에서 창업하세요

부산일보 02면

부산지역 기업 “장애인스포츠선수 50명 채용”

부산일보 12면

부산 금융권, 중기·소상공인 지원 나서

부산일보 17면

“민자로 하수도 개선 사업 건설 경기 불황 타개해야”

부산일보 17면

부산서 아시아 첫 ‘국제연안심포지엄’

부산일보 20면

“해운항만산업 위기, 부산도 고용 대책 있어야”

부산일보 20면

부산 오페라하우스 시공, 한진중이 맡는다

국제신문 01면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비치CC에 최고급 ‘골프콘도’

국제신문 13면

부산 전통시장 크루즈 여행객 쇼핑지 1위

국제신문 14면

아시아 최초 국제연안심포지엄 열린다

국제신문 18면

컨테이너 운송 협동조합 내달 부산항서 첫 출범

국제신문 18면

김성태 다시 농성장으로… 부산 의원도 1일 동조 단식

부산일보 04면

PK 여성 지자체장 시대 열리나 ‘눈길’

부산일보 05면

‘오거돈-서병수 꼼수정치’ 질타… 지지율 높이기 동분서주

부산일보 05면

민주당 연합작전, 한국당 각개전투

국제신문 01면

서병수 예비후보 등록… ‘부산시장 사수’ 전투모드 돌입

국제신문 03면

민주당 ‘선출직 부산시의원’ 도전

국제신문 04면

민주당 부산 청년비례대표 오디션 ‘슈스케 방불’

국제신문 05면

“부산일보 사장 배우자 선거 출마, 공정보도 훼손 우려”

국제신문 08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신공항 논란

해운대구

5/1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고 홍영철 ‘6만여 점 영화사료’ 박물관서 만난다

부산일보 08면

“낙동강 뱃길 따라 부산·경남 놀러 오세요”

부산일보 19면

부처님 마음 담아… 세상 밝힐 ‘형형색색의 행렬’

부산일보 29면

다큐 ‘윤이상’ 부산에서 국내 첫 공식 상영

부산일보 29면

청년문화로 ‘먹고, 살자고’… 머리 맞댈수록 대안 보여요

부산일보 32면

여왕의 계절, 성악과 트럼펫 하모니

국제신문 20면

국내 최대 영화역사자료 ‘홍영철 컬렉션’ 제자리 잡나

국제신문 20면

‘동아시아문화도시 부산’ 오늘 개막… 전통과 현대 특별한 콜라보

국제신문 20면

가덕 재추진 vs 김해 확장 고수… 이번에도 ‘공항’ 이슈화

국제신문 06면

가덕 최적의 입지… 지역·국가 위해 바로잡아야

국제신문 06면

밀양 갈뻔한 신공항 가까스로 김해 남게 해

국제신문 06면

김해공항 확장하고 군공항 이전 추진해야

국제신문 06면

신공항문제 결론났는데 쟁점화 바람직 않아

국제신문 06면

방진막 없는 ‘엘시티 현장’ 주차 차량에 ‘낙하물 테러’

부산일보 09면

“부산에 건설폐기물단지·가구디자인센터 세워야”

부산일보 16면

칭찬 모임 ‘청춘 도다리 in 부산’

부산일보 27면

민관 정보공유로 도로 이중굴착 막는다

국제신문 12면

부산시장 후보자 초청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국제신문 12면

부산상의 회장 일가, ‘불법 고철업’도 했다

부산일보 01면

“부산 제조업 경기 나빠지니 청년실업률도 올라”

부산일보 09면

‘2020년 세계주조대회’ 부산 유치

부산일보 17면

화승, 2년 연속 매출 4조 ‘글로벌 기업’ 도약

부산일보 17면

부산·울산~제주 편도 1만 1900원

부산일보 17면

부산 ‘청년실업률 상승’ 전국 두 번째

국제신문 01면

부산창조센터, IoT 창업기업에 최대 4000만 원

국제신문 12면

에어부산 국내선 얼리 바캉스족에 항공권 특가판매

국제신문 12면

휴어기 들어간 부산 수산업계

국제신문 15면

부산본부세관 기동감시소 개소

국제신문 15면

수출입화물 감소로 부산항 컨 물동량 증가율 둔화

국제신문 15면

“자성대부두 재개발 시행 앞서 항만근로자 일자리대책 필요”

국제신문 15면

지방선거 D-30 눈 쏠린 ‘PK 랠리’

부산일보 01면

‘형제복지원 사건’ 책임 공방 부산시장 선거 이슈 ‘급부상’

부산일보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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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지역 독점 권력 교체하자” 민주당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

부산일보 02면

부산시교육감 선거, 본격 경쟁 ‘스타트’

부산일보 11면

부울경 승패가 전국판세 지렛대

국제신문 01면

민주당, 20년 일당독식 ‘부산 권력’ 교체 선언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부산 현역의원·원외 위기 해법놓고 갈등

국제신문 04면

‘한류축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올 10월 20일 개막… 9일간
부산일보 11면
열려

부산 문화

기장군
중구

5/15
부산 시정

부산에서 즐기는 프랑스 현대미술

부산일보 24면

느낌 있는 ‘미얀마의 미술’을 만나다

부산일보 25면

부산콘텐츠마켓, 성황리에 막 내려

부산일보 25면

5월 부산, ‘연극의 도시’로 변신

부산일보 25면

7월 부산세계마술올림픽 북한마술사 참가 ‘청신호’

국제신문 09면

부산·대구 국악단 3년 만에 ‘화려한 만남’

국제신문 18면

고리원전, 기장명소 홍보 9개 미션사업 눈길

국제신문 09면

민주당 외연 확장-한국당 분열, 보수 아성 부산 중구 대혼돈

국제신문 04면

“부산은 병원이 갑이고 환자가 을”

부산일보 01면

‘친절’ 관심 없고, 만성 인력 부족… 의료인도 ‘울상’

부산일보 08면

부산 여성병원들 다자녀가정에 할인

부산일보 11면

“대륙 연결 복합물류루트 개발 등… 부산, 남북경협 재개
부산일보 11면
대비해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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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회장 일가 불법, 경자청 시정명령

부산일보 02면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 국세 감면 추진

부산일보 09면

부산항 신항, ‘소규모 터미널’ 통합 ‘대형 터미널’로 바꾼다

부산일보 09면

‘글로벌 해양 경쟁력 강화’ 15일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

부산일보 11면

현대상선, 신항 국적터미널 2년 만에 되찾다

국제신문 01면

‘환적 거점’ 국적 통합터미널 추진… 부산항 경쟁력 날개

국제신문 06면

전국으로 뻗어가는 부산기업… 올해 300호 가맹점 목표

국제신문 14면

부산항 해양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혜택 추진

국제신문 15면

이번에도 밴드왜건? 아니면 언더독?… PK 표심 어디로

부산일보 06면

기장 오규석·창원 안상수, PK 무소속 돌풍 주역 될까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드루킹’ 효과 없어… 민주당 부산서 48.4%

국제신문 04면

민주·한국당 나란히 해운대1 시의원 공천 잡음

국제신문 04면

서병수 “친환경 이끼벽 만들어 미세먼지 잡겠다”

국제신문 05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금정구
기장군
부산진구

5/16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구청 SNS 게시물도 선거법 적용받는다

국제신문 10면

부산교육감 후보들 ‘스승의날’ 특수 노려라

국제신문 10면

음악으로 기리는 이태석 신부

부산일보 02면

“보이지 않던 것에 새 생명을”

부산일보 22면

포크 가수 박강수, 부산 소극장 콘서트

부산일보 22면

AFiS 학생들, 세계영화계가 주목

국제신문 25면

17회 이주홍문학축전 18~26일 부산서 개최

국제신문 25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국회 동참

부산일보 09면

지역 화장품업계 숙원 ‘공동생산 인프라’ 기장에 생긴다

부산일보 16면

“임랑에서 울고 웃고… “ 부산 시트콤 ‘출격’

부산일보 22면

“전포천 복개구간 오·폐수, 동천 유입”

부산일보 11면

부산대, 땅도 확보 않고 부설 특수학교 추진

부산일보 09면

부산·후쿠오카 8개대, 학술·교육 교류 진행

부산일보 27면

부산시 ‘장애인 돌봄전산시스템’ 운영

국제신문 21면

부산 복합리조트 ‘마이스 중심’ 큰 틀 합의

부산일보 17면

러시아~나진~부산 잇는 ‘명태로드’ 만들자

부산일보 20면

아파트 여름 분양대전… 부산 8000세대 쏟아진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선보공업·펠릭스테크 ‘월드클래스300’ 기업 됐다

국제신문 12면

화승그룹 2년 연속 연 매출 4조 원 달성

국제신문 12면

“부산, 냉동명태 가공 수출로 고부가가치 창출 필요”

국제신문 18면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민주·한국당, 5명씩 확정

부산일보 06면

강성권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결론 날 듯

부산일보 10면

여야, 부울경 재보선 3곳 격전지 분류… 지방선거 최대 변수

국제신문 09면

부산 교육감 선거 ‘치열’ 2만 ‘스승’ 표심 잡아라

부산일보 11면

모두 손사래 치던 기호 ‘나’ 민주 올해 35명 대거 출격

국제신문 01면

吳 “김해공항 확장 불가능”-徐 “정부와 신공항 협의했나”

국제신문 04면

徐측, 吳측 관계자 고발… ‘신공항 끝장토론’ 공문도 신경전

국제신문 04면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민주당, 한국당 첫 추월하나

국제신문 04면

여야, 부울경 재보선 3곳 격전지 분류… 지방선거 최대 변수

국제신문 05면

부산교육감 후보 공약 1순위는 ‘교권 보호’

국제신문 10면

전 세계 ‘영화창의도시’서 만든 영화 한데 모인다

부산일보 24면

부산이 발굴한 ‘영화 보석’ 세계 무대서 반짝

부산일보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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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강서구

5/1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 장소 따라 골라 듣자

부산일보 24면

광안리해수욕장 ‘2위’ 지키기 안간힘

국제신문 10면

‘국제신도시’ 간판이 민망한 명지

국제신문 01면

부산시민 출퇴근 평균 1시간 25분

부산일보 02면

환자 중심의 병원 환자 경험이 중요 TF팀 구성 진행

부산일보 09면

유엔기념광장에 ‘참전기념탑’ 옮긴다

부산일보 11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보도 위 ‘부실 말뚝’ 부산시, 7576개 재정비

부산일보 11면

여름 코앞인데 부산 감염병 전문의 ‘공백’

국제신문 09면

부산, 4차 산업 스타트업 ‘아시아 중심지’

부산일보 01면

부산상의 회장 아들, 산단 땅 수년 방치

부산일보 01면

아프리카 ‘기회의 땅’이 활짝 열린다

부산일보 08면

미생물 이용 핵폐기물 처리 기술 국내외 연구진 부산서 상용화
부산일보 11면
논의
부산-네덜란드 기업 교류 확대 ‘소통의 장’

부산일보 17면

부산모터쇼 화두는 친환경… 신차 25종 국내 첫 공개

국제신문 12면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 거센 여진 오거돈·서병수, 서로 “승리” 호언 부산일보 06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74

부산시장 선거, 온라인서 ‘무관심’ 인천·광주보다 ‘잠잠’

부산일보 06면

박효석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오직 교육” 내걸고 출마 선언

부산일보 11면

정책대결 ‘아름다운 선거’ 다짐

국제신문 01면

신공항? 시민은 환경문제가 더 급하다

국제신문 01면

신공항·BIFF 등 정쟁 현안 아닌 삶 바꿀 ‘생활공약’ 원해

국제신문 03면

민주 선대위 체제 전환… 오·송·김 “부울경 꼭 잡는다”

국제신문 06면

서병수 선거사무소 개소 “여론조사 뒤집겠다”

국제신문 06면

한국당 부산시당 선대위 출범

국제신문 06면

엘시티 뇌물수수 혐의 배덕광 징역 5년 확정

부산일보 10면

엘시티 뇌물 배덕광 징역 5년

국제신문 09면

‘다이빙벨’ 이상호 기자 서병수 예비후보 고소

부산일보 10면

‘다이빙벨’ 이상호 기자 서병수 명예훼손 고소

국제신문 09면

여행서 산 작품, 알고 보니 미켈란젤로 조각 석고상

부산일보 02면

와! 미술관이 작품입니다

부산일보 24면

부산국악원 ‘대청여관’ 앙코르공연

부산일보 24면

말러 전곡 연주, 대장정 드디어 시작

부산일보 24면

3년 걸친 말러 교향곡 대장정, 첫 발 뗀다

국제신문 23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강서구
동래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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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진짜 아프리카를 만나다

부산일보 25면

5월, 부산은 문화의 달

부산일보 25면

부산·프랑스 영화학도가 쓰고 찍은 한국 근현대사

국제신문 23면

개청 7개월 만에… 내려앉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산일보 10면

서부지청 1년도 안 돼 금가고 내려앉아

국제신문 09면

“복천동고분군 주변 초고층 아파트 건설허가 재고하라”

부산일보 25면

해운대 옛 과선교 구간 6월 초 개통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수협 관리·감독 추진’ 파장

부산일보 01면

“부산 실정 모르는 환경부 석면 피해조사 기준 고쳐라”

부산일보 09면

부산 성소수자단체 “경찰, 과잉 정보수집 자행”

부산일보 10면

“부산진구·남구, 공무원 평정 순위 부당하게 바꿔”

부산일보 10면

부산 학대·범죄 구제 전문기관 1곳 뿐

국제신문 10면

여성단체 ‘미투 시민행동본부’ 설립

국제신문 10면

“부산상의 회장 일가 불법 행위 규탄”

부산일보 02면

행복주택 2만 호, 연내 입주자 모집

부산일보 16면

싸늘한 부산 경기, 생산·판매·고용 모두 ‘부진’

부산일보 16면

부산 생산·고용·물가 ‘3중고’

국제신문 01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기업 참여

부산일보 16면

부산 스타트업 ‘테드 토크(기술·강연)’ 주목

부산일보 17면

부울경 상장사 1분기 순이익 ‘반 토막’

부산일보 17면

부울경 상장사 1분기 ‘헛장사 했네’

국제신문 15면

부산, 한·중·일·러 크루즈 관광의 중심이 되자

부산일보 19면

SM상선, 두 번째 ‘미주노선’ 취항

부산일보 20면

SM상선, 두번째 북미서안 노선 취항

국제신문 18면

부산, 환동해권 바다·하늘길 연다

국제신문 02면

부울경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 최근 투표 행태 보면 알 수 있다

부산일보 05면

해운대을 보선, 초반 뜨거운 ‘기 싸움’

부산일보 06면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9명 공천 바른미래당, 선거 다크호스 되나

부산일보 06면

민주당 “PK 교두보 확보해야 지방선거 승리”

부산일보 06면

부산교육감 후보 거센 세 대결

부산일보 11면

부산시교육감 후보 본격 세몰이

국제신문 10면

오·이·박 “위기 절감… 산업구조 재편해 청년일자리 창출”

국제신문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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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동남권 신공항

해운대구

5/2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76

보도내용

출처

오·이, 서 측근 비리 협공… 서 “개인 일탈 시정과 무관”

국제신문 04면

‘젊은 후보’·’노동 후보’ 앞세워 이성권·박주미 존재감 부각

국제신문 04면

민주당 북적·한국당 미달… 부산 기초의원 공천 ‘상전벽해’

국제신문 05면

오거돈캠프 잇단 위원회로 ‘바람몰이’

국제신문 05면

형제가 연주하는 호른·클라리넷

부산일보 29면

우리 아이와 함께 발레 공연 어때요?

부산일보 29면

정부 “가덕신공항 논의된 바 없다”

부산일보 02면

오 “가덕 신공항이 답” 서·이·박 “실현 가능성 없다”

국제신문 01면

오 측 “신공항 당위성 알려”-서 측 “4년 평가받은 토론회”

국제신문 04면

국회로 번진 신공항… 김도읍·국토부 장관 설전

국제신문 06면

민주당, 해운대1 시의원 후보 공천 결국 취소

국제신문 05면

“반여·반송·재송 제2 센텀밸리 조기 완공”

국제신문 05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 설비 추경 반영

부산일보 02면

수영강 생태계 교란 시멘트 구조물 방치

부산일보 08면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된 의사…부산지법,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일보 09면

감감무소식 ‘안창마을 119’ 올해도?

부산일보 09면

“청소년 전용공간 ‘동행’ 놀러 오세요”

부산일보 10면

하역근로자 생존권 직결, 자성대부두 조기 폐쇄 신중해야

국제신문 18면

여전히 불안한 연안여객… ‘해상여객안전공단’ 설립을

국제신문 18면

부산시장 선거 ‘의혹 폭로전’ 치닫는다

부산일보 01면

지지층 투표율 높이기, PK 지방선거 최대 변수 부상

부산일보 06면

부산 찾는 홍준표, 달갑지 않은 출마자들

부산일보 06면

더불어민주당 부산 공천 잇단 잡음

부산일보 08면

부산시교육감 ‘후보 자격 논란’ 등록일 코앞인데 결정 못 내려

부산일보 10면

부산 기업인 특정후보 지지, 지역발전 소신-시류 편승?

국제신문 03면

투표율 높고 비중 커… 부산시장 5060표심이 승패 가른다

국제신문 04면

윤준호 ‘외연확장’·김대식 ‘민생경제’·이해성 ‘인물론’ 승부

국제신문 04면

박효석 교육감후보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육 경력 논란

국제신문 08면

“부산항 북항에 세계적 요트대회 볼보컵 유치하자”

부산일보 02면

‘부실 복원’ 논란 한성1918, 공론의 장 오른다

부산일보 24면

영화도시 부산 찾아온 ‘아프리카 영화’

부산일보 24면

국내 최정상 뮤지컬 스타들, 부산서 ‘꿈의 무대’

부산일보 25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

기장군

보도내용

출처

부산 ‘가족의 삶 담은 영화’ 잔잔한 감동

국제신문 09면

건물에 감성 입힌 부산의 ‘가우디’… 독창적 건축으로 사랑받아

국제신문 16면

‘거인의 정원’에서 펼쳐지는 어여쁜 어린이 발레

국제신문 20면

부산청소년예술제 내일부터 18일간 열린다

국제신문 20면

신예 ‘형제 관악주자’와 선배들이 들려주는 환상 하모니

국제신문 21면

국내외 유명 그림작품 서부산서도 만난다

국제신문 21면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부산서 개막

부산일보 01면

비즈니스부터 문화 교류까지 ‘아프리카의 모든 것’ 확인

부산일보 18면

기회의 ‘검은 대륙’ 부산에 큰 場 선다

국제신문 01면

오규석 군수 “승진 인사, 적법 절차 거쳐 결정”

부산일보 01면

고리 3호기 심상치 않다… 예방정비에도 잇단 고장

국제신문 09면

사하구

“동료 선거사무소 가린 가로수 쳐달라” 기초의회 의원, 갑질 논란
부산일보 09면
‘시끌’
사하구 공무원노조-민주당 구의원 신경전

국제신문 08면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 새 주인 찾았지만 개발사업 ‘깜깜’

부산일보 02면

연제구

‘봄비 침수’ 월륜교차로 배수펌프장 증설

부산일보 10면

해운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급증

부산일보 08면

북항 부산오페라하우스 첫 삽

부산일보 01면

북항 오페라하우스 내일 착공

국제신문 06면

‘엘시티 향응’ 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직위해제

부산일보 09면

수뢰 혐의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직위해제

국제신문 08면

부산 현진소재㈜ 서울 기업이 인수

부산일보 02면

“아프리카에 부산 알리자” 팔 걷은 부산시

부산일보 08면

부산 찾은 아프리카 브레인, 신항운영·스마트교통에 감탄

국제신문 02면

‘2018 부산 무역상담회’ 사드 해빙 효과 톡톡

부산일보 13면

지역 CEO들 “해외수출 규제 대폭 완화해야”

국제신문 10면

부산서 25일까지 5G 1차 표준회의

국제신문 10면

오거돈 캠프, 서병수 측 선거법 위반 고발

부산일보 05면

해운대구

5/22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예비후보 지지 선언·검찰 고발… 부산시교육감 선거 뜨겁게
부산일보 08면
달아올라
낙동강벨트 ‘드루킹 바람’, 차단하는 민주-확산나선 한국당

국제신문 03면

범어사 찾은 홍준표·서병수 ‘진한 덕담’ 들어

국제신문 04면

콩쿠르와 함께… 지구촌 ‘춤꾼들의 축제’ 막 오른다

부산일보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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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동구
사하구
서구

5/23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무용·음악·건축… 자신 있는 청소년 다 모여라”

부산일보 19면

한·일 역사문화교류 증진 합동공연

부산일보 19면

부산서 만나는 19·20세기 헝가리 민속 음악

국제신문 10면

부산시립합창단 24일 팬텀싱어 콘서트 무대

국제신문 10면

동구청 “징용 노동자상 5월 행정대집행” 재충돌 일촉즉발

부산일보 09면

구의원 - 공무원 충돌 점입가경

부산일보 09면

사하구 또 ‘기우뚱 건물’ 옆 건물 공사로 8㎝ 기울어

부산일보 09면

사하 ‘제2 기우뚱 건물’… 상인들 불안 호소

국제신문 06면

아파트 공사장 옹벽 붕괴…부실 관리 현장소장 등 입건

부산일보 09면

부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상담부터 난독증 치료도

부산일보 26면

국제기구 ‘채용’ 설명회

부산일보 27면

내일 부산대서 농식품 국제기구 채용 노하우 공유

국제신문 12면

부산 年 18시간 일 더 하고, 휴가 덜 쓴다

국제신문 01면

쉬워진 소규모주택 재건축, 정비업체 난립 현실화

국제신문 12면

“부산형 드론사업, 아프리카 보급할 것”

국제신문 13면

부산 이주배경 초등생 2.4%… 다문화 ‘지원’에서 ‘이해’로 정책
국제신문 21면
전환

부산 경제

LNG 사용 선박 증가 연료 주입 기술 개발 박차

부산일보 09면

부산공동어시장 사장 선거 ‘3파전’ 가나

부산일보 17면

“부산 초미세먼지를 잡아라” 건축기계설비 전문가 한자리

부산일보 17면

부산항 항로표지선 새 ‘광성호’ 취항

부산일보 20면

금융·해양·영상ICT 창업생태계 구축 경제체질 바꿔야

국제신문 08면

‘해양수도 부산’ 법제화… 인허가권 지방 이양해 일원화

국제신문 08면

부산 수산법인 대표 ‘채용비리’ 의혹 수사

국제신문 09면

부산시, 동남아에 신발연구소 설립 추진

국제신문 12면

부산 바이어초청 상담회 6684만 달러 수출 상담

국제신문 15면

부산 기초단체장 ‘유력정당 압승’, 여야 바뀐 이번 선거에서도
부산일보 05면
통할까?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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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 침체원인 공방… 오 “徐의 실정” 서 “文의 실정”

국제신문 04면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민주당 현역 지역구서 승패 갈라

국제신문 05면

사찰 오래 머문 吳, 짧게 여러곳 찾아간 徐

국제신문 05면

부산 소설, 부산 춤꾼과 배우 만나 연극 무대로

부산일보 24면

‘생활밀착형 영화제’ 공존을 말하다

부산일보 24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북구
사하구

5/2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아프리카
개발은행
연차총회

기장군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립합창단, ‘팬텀싱어’ 감동 재연

부산일보 24면

부산은 일본인에 기회의 땅… 쓰시마서 수백명이 초량왜관 왔다

국제신문 22면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부산 북구

부산일보 18면

“괴정5구역 잡아라” 부산 업체 가세 수주전 후끈

부산일보 02면

부산교육청 발간 책에 웬 남산타워?

부산일보 02면

부산·울산 출생아 울음소리 뚝 그쳤다

부산일보 09면

부산에 ‘LNG 벙커링 시험설비’ 건립

부산일보 01면

부산항 신항에 국내 첫 ‘무인 안벽크레인’ 추진

부산일보 01면

6~8월 입주 아파트 부울경 1만 6245세대

부산일보 08면

신발 팝업스토어 ‘폴짝마켓’ 향토기업 제품 최대 80% 할인

국제신문 12면

한국당 ‘드루킹 대응’ 중앙 - PK 온도 차

부산일보 05면

PK ‘민심 잣대’ 해운대을·김해을·울산북 재·보선 시선 집중

부산일보 05면

박주미 선대위 출범… “노동·경제·복지, 숨통 틔우겠다”

부산일보 06면

이종혁-오승철, 무소속 후보 단일화

부산일보 06면

오거돈-서병수, 격화되는 ‘검증’ 깊어지는 ‘고민’

부산일보 06면

교육부 “박효석 교육감 후보 자격 판단 어렵다”

부산일보 11면

해운대을 보선 ‘호남 마케팅’

국제신문 04면

향후 정계개편 향배,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에 달렸다

국제신문 05면

서부산, 영화로 뜬다

부산일보 02면

관광·축제 만난 ‘골목’ 도심 활력소로

부산일보 11면

부산 천사들의 노래와 춤, 에스토니아를 홀렸다

부산일보 24면

프랑스 오페라로 꾸미는 세 번째 마티네 콘서트

부산일보 24면

세계적 석학이 들려주는 동아시아 문화

부산일보 24면

“해운대 모래축제 세계적 축제로 만들고 싶어”

부산일보 34면

금정산 정기 모이는 명당… 기도 효험 입소문에 발길 쇄도

국제신문 21면

소년소녀합창대축제 26일 을숙도문화회관

국제신문 23면

“한국, 아프리카 스마트인프라 구축 최적의 파트너”

부산일보 16면

나르지오 기술력, 아프리카 방문단에도 통했다

부산일보 17면

부산형 드론, 아프리카 튀니지 수출

부산일보 17면

부산상의, 나이지리아 아부자상의와 업무협약

부산일보 17면

“아프리카에 ‘사막의 기적’ 일으키자”

국제신문 13면

파워 반도체 상용화센터 기장서 오늘 첫 삽

국제신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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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남구

출처

임기 한 달 남은 남구청장 선진지 제주도 견학 ‘눈총’

부산일보 11면

사하구 아파트 90분간 정전 단지 내 송전설비 원인 추정

국제신문 08면

해운대발 역전세난 경고등

국제신문 01면

부산대 남녀 취업률 격차 거점국립대 중 최고 수준

부산일보 01면

공대 선호 산업구조, 여학생 ‘유리 천장’

부산일보 10면

‘소문난 맛집’의 배신

부산일보 10면

부산 대표맛집 위생 엉망… 쥐똥 묻은 행주까지 나와

국제신문 06면

소쩍새·솔부엉이… 부산 도시공원 둥지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몽골에 원격진료센터

부산일보 12면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하청업체 2명 영장 기각

부산일보 12면

“ICT·에너지·스마트 팜까지…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부산일보 16면

부산 스타트업, 중남미 교두보 생겼다

부산일보 17면

수출 회복 더딘 부산, 17개 광역단체 중 13위

부산일보 17면

블록체인 박람회 국내 첫 부산서 개막

부산일보 17면

“수협·공동어시장 부산시 관리 반대”

부산일보 20면

부산 서비스산업 실속 없이 덩치만 선진국

국제신문 01면

일자리 감축없는 ‘부산식 스마트 항만’ 묘수 찾아라

국제신문 18면

민주당 두 자릿수 당선 초미의 관심

국제신문 04면

홍준표 부산 선거현장 다녀가자 추미애도 맞불 방문

국제신문 05면

부산 첫 LPGA, 후원사는 ‘BMW그룹 코리아’

부산일보 12면

내년 부산 LPGA 투어 공식 스폰서는 BMW

국제신문 06면

아프리카, 부산에 반하다

부산일보 19면

日 ‘고독한 미식가’, 부산 먹방도 찍을까

부산일보 19면

“부산항 배경 ‘축제의 바다’ 펼쳐진다”

부산일보 20면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27일부터 ‘얼쑤’

부산일보 29면

중년의 동지들이 부르는 저항의 노래

부산일보 29면

청소년 민속예술제

국제신문 06면

해양레저체험·야외콘서트… 더 풍성해진 부산항축제

국제신문 18면

“쉬면서 작품 감상하세요”… 전시공간 탈바꿈한 공공미술관 카페

국제신문 20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반핵평화운동가 김형률’

국제신문 20면

강서구

강서에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유치

국제신문 18면

기장군

고리원전 ‘불량 철판’ 철저한 조사 촉구

국제신문 09면

사하구
해운대구

5/25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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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사상구
영도구

5/28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형제복지원
강서구
기장군
북구
영도구

5/29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출근길 10중 추돌… 모라동 ‘공포의 내리막길’

부산일보 10면

주유소 사장이 연 화랑, 무슨 사연 있길래…

부산일보 29면

영도 해양클러스터 기관 해양수산 학술자료 공유

부산일보 20면

“처우 개선 약속 지켜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말 관리사 노조
부산일보 12면
파업
“2시간 동안 생물 700종 발견… 금정산 보존 700가지 이유죠”

부산일보 12면

“구의원 갑질 막을 방안 밝혀라”

부산일보 12면

한-아프리카, 인적·기술 교류 확대 ‘물꼬’ 텄다

부산일보 19면

‘수협·어시장 관리’ 한발 물러선 부산시

부산일보 19면

“가덕의 자랑 대구, 지역서 지켜주이소”

국제신문 12면

트라이포트 기반 세계 최고 물류 비즈니스지구 자리매김

국제신문 14면

한진중공업, 연산5구역 재개발 맡았다

국제신문 14면

“경제자유구역, 김해신공항까지 확대해야”

국제신문 14면

정상회담 변수로 요동친 주말 부산시장 선거판도 ‘롤러코스터’

부산일보 06면

오거돈-서병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또 격돌

부산일보 06면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시장 선거 최대 이슈 되나

부산일보 06면

부울경 선거판세, 메가톤급 ‘3대 이슈’에 달렸다

부산일보 08면

‘PK 일꾼’ 뽑는데… 대형 이슈에 묻힌 지역 이슈·인물 검증

부산일보 08면

박효석 등록, 부산 교육감 선거 4파전

부산일보 09면

윤준호·김대식 TV토론 참석놓고 신경전

부산일보 05면

오거돈-서병수 이번엔 ‘엘시티’ 날선 공방전

국제신문 06면

현대적으로 승화된 전통춤의 맛과 느낌 속으로…

부산일보 24면

국악그룹 ‘페르시안 블루’, 29일 부산문화회관 공연

부산일보 24면

정부 “제2 형제복지원 방지”…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추진

부산일보 09면

명지국제신도시 새 이름 ‘웨스트마크’ 앞 급제동

부산일보 12면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 가덕도, 다크 투어리즘 명소가 되다

국제신문 12면

기장군 관광명소 ‘인증샷’ 찍으면 고리원전이 선물 드려요~

부산일보 13면

철도공단 “일광역 보행로 설치 적극 협조”

국제신문 10면

덕천공원 활용방안 놓고 주민끼리 이견

국제신문 10면

영도구 청학동 혜원사 화재 진화

국제신문 10면

도시계획 시민 의견 ‘아고라’로 참여를

부산일보 10면

‘걷기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 내년 10월 갈맷길서 열린다

국제신문 01면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시민이 나선다

국제신문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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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출처

“부산 해양수산업계, 북·미회담 이후 대비해야”

부산일보 17면

창의·혁신적 ‘신발 디자인’을 찾습니다

부산일보 17면

美 아르곤-부산시·부산대 MOU 체결 2년 걸린 까닭

부산일보 17면

사직구장서 배고플 땐 ‘QR코드’ 스캔하세요

부산일보 19면

“부산혁신도시를 혁신융합클러스터로”

국제신문 15면

부산 여야, ‘시의원 과반’ 확보 총력전

부산일보 06면

오거돈-서병수 ‘女心 잡기’ 경쟁도 후끈

부산일보 06면

오거돈-서병수, 엘시티 특검 공방 확산

부산일보 06면

서병수 지지선언 부산 한국노총 “규정 위반” “과반 확보” 놓고
부산일보 10면
갈등
흥행없는 부산교육감 선거, 정책실종·비방전 양상

국제신문 03면

민주당 부산시당 선대위 체제 가동

국제신문 05면

부울경 한국당 지지율 ‘쑥쑥’… 보수결집 시작됐나

국제신문 06면

여름의 시작, 광안리 바닷가가 들썩인다

부산일보 22면

부산영상위 영화제작 지원작 7편 선정

부산일보 22면

갈맷길 10년 결실… ‘걷기 르네상스’ 향한 시즌2 시작된다

국제신문 10면

“부산 갈맷길, ATC 유치로 전국 브랜드로 도약 발판 마련”

국제신문 10면

부산창조센터 지원 독립영화 ‘세이브 미’ 밀라노 영화제 수상

국제신문 15면

강서구

노후 부산기상청 대저동 이전 추진

국제신문 09면

금정구

금정구, 여성·아동에 ‘마이 비상벨’ 배부

국제신문 09면

송도해수욕장에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국제신문 08면

서부산 구인난 덜 드림카 달린다

부산일보 17면

동의대·부산외대 등 16개 기관, 해외 세종학당 운영기관에 선정

부산일보 27면

부산항 ‘붉은 불개미’ 의심 개체 발견… 방역 강화

국제신문 02면

“지방선거 정책공약에 이주민 학부모 목소리도 담아주세요”

국제신문 21면

부산 곳곳에 어린이 선거·투표 체험장 열린다

국제신문 21면

시장 후보 초청 간담회 무산에 당혹스런 부산상의

부산일보 02면

김해공항~중국 노선 승객, ‘사드 보복’ 이전 수준 회복

부산일보 16면

부산 車 부품기업 특례보증 조건 완화

부산일보 19면

한진 영도조선소 신선대 이전 추진

국제신문 01면

부산경제진흥원, 신발디자인 발굴 공모전

국제신문 16면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제2회 이엉포럼 개최

국제신문 16면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부산시내 운행 확대

국제신문 18면

부산 문화

서구

5/3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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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기장군
부산진구
수영구
영도구

5/3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북한 해운항만시장 개방 대비 부산 벌크화물부두 개발 필요”

국제신문 20면

부산항 선용품 공동브랜드 올 하반기 도입

국제신문 20면

부산시민 제안 환경정책, 오거돈 캠프와 첫 협약

부산일보 11면

약속 파기한 오거돈 공약 제대로 지킬까

국제신문 01면

해운대을 보선 민주·한국당 전면전 양상

국제신문 04면

오거돈·서병수, 국회의원·시장 ‘패키지 선거운동’

국제신문 04면

부산상의 시장후보 초청 간담회 무산… “선거법 위반 소지”

국제신문 15면

스토리텔러와 함께 피란수도 부산 여행

부산일보 17면

출렁이는 춤의 바다 돌아왔다, 춤꾼들의 치열한 경연과 함께

국제신문 24면

“사재 털어 문화공간 개소… 고정팬도 생겼죠”

국제신문 28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관 - 관 갈등’

부산일보 10면

전포카페거리서 카페가 쫓겨난다

부산일보 01면

잔금 치기도 전에… 또다시 주인 찾는 옛 미월드 부지

부산일보 17면

“수영농청놀이 보러 오세요”

부산일보 24면

영도부지 북항과 연계 재개발… 특혜 논란 해소 관건

국제신문 03면

吳·徐 ‘신중’ 영도구청장 후보는 ‘환영’

국제신문 02면

부산항서 또 붉은불개미가…

부산일보 08면

성교육 프로그램 정규 교과 편성 ‘눈길’

부산일보 10면

부산 상급종합병원 등 11곳 ‘뇌졸중 치료 1등급’

부산일보 10면

31일 부산 日 영사관 앞 노동자상 강제 철거

부산일보 12면

‘부산 공공외교 활성화’ 협약

부산일보 34면

부산 공영자전거 대여소 모두 안전모 부족하다

국제신문 09면

스프링클러 덕분 부산대병원 화재 조기진화

국제신문 09면

부산 땅값은 오르고

부산일보 01면

제조업 회복 더디고

부산일보 01면

멈춘 지 5개월… 시동도 못 거는 만디버스

부산일보 10면

日 IT 위크가 인정한 부산 IT기업 2곳

부산일보 17면

부산 제조업 경기, 미국보단 중국 영향 더 받는다

국제신문 13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힘 보탠다

국제신문 13면

지역 IT기업, 일본서 60억대 계약 성과

국제신문 13면

“PK 잡아라” 사활 건 선거전 시작

부산일보 01면

‘낙동강 벨트’의 진정한 승자 가리자

부산일보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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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공항 다음은 철도” 오거돈-서병수 ‘도심 철도시설 이전’ 놓고
부산일보 05면
재격돌
PK 출신 ‘지방선거 지원’ 대조…민주 ‘맹활약’ VS 한국 ‘내 코가 석
부산일보 05면
자’
“부산시장 후보들, 공원일몰제 대책 뭡니까?”

부산일보 09면

“2020년 공원 난개발 우려… 시장 후보들은 침묵 일관”

국제신문 10면

특정 시장 후보 비방 현수막 42개, 강서구 도로서 발견… 경찰
부산일보 09면
수사
吳 “가야조차장 이전”-徐 “영도선 트램 건설”

국제신문 04면

부산 기초단체장 ‘과반 확보전쟁’… 남·동·연제구가 가른다

국제신문 05면

광역단체장 ‘솔직목표’ 與 11+α·한국당 3+α

국제신문 05면

투표율·외부 변수·검증·조직 부산시장 당락 4대 복병으로

국제신문 05면

‘음악의 향기’ 풍기는 하수처리장… 부산환경공단 1일 환경사랑
부산일보 10면
음악회

부산 문화

동래구
북구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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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고령 연출가 허영길의 새 무대

부산일보 24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 용서와 고통을 통해 완성되죠”

부산일보 24면

고희연 마다하고 여는 ‘클래식 선물’

부산일보 24면

창립 반세기 고교 문예부 ‘전원문학회’의 추억 소환

부산일보 25면

“원도심 ‘멋진 이웃’이 직접 고른 영화 함께 보며 즐겨요”

국제신문 23면

청년 예술인의 ‘국악열전’ 내달 2일 국립부산국악원

국제신문 23면

동래구 ‘길냥이 잔혹사’

부산일보 09면

구포역 일대, 청년창업 중심지로 뜬다

부산일보 17면

“둥지 내몰림 막자” 구청의 착한 알박기

부산일보 09면

시정 이모저모

시정 이모저모(6월)
일자
6/1

분야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해운대구

6/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징용 노동자상 철거,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임시 보관

부산일보 08면

공원 일몰제로 ‘걷기 아시안게임’ 후 갈맷길 토막 날 판

국제신문 03면

표면처리센터 준공, 부산 뿌리산업 힘찬 도약

부산일보 16면

지역특화 뿌리 산업 거점 ‘표면처리센터’ 준공

국제신문 13면

부산, 유커의 귀환 본격화

부산일보 17면

부산 15개 中企 ‘글로벌 강소기업’ 이름 올렸다

부산일보 17면

해외수출 이끌 지역 강소기업 15개사 선정

국제신문 13면

부산상의-부산 독일기업, 경제교류 확대 머리 맞대

부산일보 17면

레전드히어로즈 부산에 떴다

부산일보 18면

관광 1번지 부산 제주를 넘다

부산일보 19면

부산 광공업생산 3개월째 하락세… 건설수주도 반 토막

국제신문 13면

부산상의·독일기업협의회 간담회

국제신문 13면

홍준표 동부산 가면, 서병수 서부산으로 ‘거리 두기’

부산일보 05면

유세 첫날 행보에 시정철학 담겼다

국제신문 01면

해운대·송정·송도해수욕장 1일 개장

부산일보 02면

나만 알고 싶은 부산의 명소 ‘대공개’

부산일보 19면

부산 서양화 2세대 추연근을 만나다

국제신문 20면

해운대 우동2·3, 재개발 밑그림 나왔다

부산일보 02면

마린시티 길목 우동 2·3구역 재개발 길 열렸다

국제신문 02면

부산에 민간 차원 예술영화전용관 선다

부산일보 01면

“청춘드림카 덕에… 40분 통근시간, 10분으로 줄었어요”

국제신문 14면

산성터널·대심도 개통 호재에 사통팔달 중심지 부상

국제신문 16면

“남북 바닷길 열자” 크루즈페리 항로 제안

부산일보 19면

문재인·북미만 있을 뿐… PK는 ‘5無 선거’

부산일보 01면

부산시장 후보들 세 과시로 ‘지지층 결집’ 대규모 유세전

부산일보 05면

PK 여론조사 민주당 우세, 엇갈린 해석

부산일보 05면

진보·보수·중도… 성향 갈린 교육감 선거 교총·전교조 회원 표심
부산일보 10면
어디로?
부산교육감 후보들 벽보에 숨긴 뜻 ‘아하!’

부산일보 10면

“썩은 정치 바꾸자”-”文정부 심판하자”… 吳·徐의 주말대전

국제신문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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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민주당 압승 일색 여론조사… 민심 바로 짚었나, 헛짚었나

국제신문 06면

음악의 다양한 장르 국악으로 하나된다

부산일보 24면

탄생 100주년, 김종식을 그리며…

부산일보 24면

부산 근대미술의 선구자 김종식 탄생 100주년 회고전

국제신문 22면

부산에서 만나는 이탈리아 영화

부산일보 25면

어린이·청소년 위한 관악초청 연주회

부산일보 29면

전포 카페거리에선 떠난 사랑도 ‘마법’ 처럼 다시 돌아온다

국제신문 20면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엑소·레드벨벳 뜬다

국제신문 21면

김해공항 확장 용역 정부 중간보고 하세월

국제신문 01면

“부산서부지청 침하는 부실 시공 때문”

국제신문 09면

부산서도 ‘판사회의’ 열린다

부산일보 09면

“부산을 공원 포기 도시로 만들 겁니까?”

부산일보 09면

희귀식물도 몰라보는 ‘낙동강관리본부’

부산일보 09면

“더럽고 냄새 난다” 부산의 ‘첫인상’, 노포터미널

부산일보 10면

부산 온 ‘뚜벅이족’ 이 앱 어때요?

부산일보 10면

부산시청 공무원노조 상급노조 가입 추진

부산일보 10면

“부산의 도심 공동화 막을 대안을 찾아라”

부산일보 22면

‘대규모’서 ‘소규모’로… 부산도시정비 판 바꾼다

국제신문 01면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부산시교육청 선정

국제신문 28면

“인테리어·물류 노마진” 부산 소셜벤처의 착한 실험

부산일보 16면

해양쓰레기 해결 한·중·일·러 부산서 머리 맞대

부산일보 16면

KRX, 부산 경제·금융교육 핫플레이스로 떴다

부산일보 17면

무당층 36%… 20대 표심 잡아라

부산일보 01면

오거돈 “공개 건강검진”… 서병수 “마지막 출마” 유권자 표심
부산일보 05면
호소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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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들에 ‘공원일몰제 대책’ 공약 촉구

국제신문 01면

김석준 38.4%… 격차 더 벌어져도 부동층은 여전

국제신문 01면

오거돈 강세 지속… 가덕신공항보다 보수결집이 변수

국제신문 04면

오거돈-서병수 이번엔 건강놓고 신경전

국제신문 08면

홍준표 유세 중단, 부산 보수결집 물꼬 트나

국제신문 08면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캠프’… 부산국제광고제, 7월 개최

부산일보 22면

서부산으로 나들이 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일보 22면

“부산 이야기 담은 갈맷길에 세계 길꾼들 빠져들 것”

국제신문 29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동구

부산진역 유휴부지에 ‘독도지킴이 안용복 공원 짓자’

부산일보 10면

서구

출근길 가로막은 하수 찌꺼기

부산일보 09면

연제구

연제구, 공천 파동에 민주 ‘지각 출발’ vs 한국 ‘분열’… 만만찮은
부산일보 04면
무소속

영도구

영도구, 민선 1기부터 ‘보수 텃밭’… 한국당 심판론 통할까?

부산일보 04면

급식 법규 위반 신정철 전 부산시의원 무죄 선고

부산일보 10면

해운대고 급식비리 연루 신정철 후보 무죄

국제신문 09면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행안부 종합평가 S등급

부산일보 14면

부산항만공사 인권경영헌장 선포

국제신문 15면

부산 ‘수산물 새 유통망 구축사업’ 준비 미흡

부산일보 14면

부산 아동급식카드 이젠 편하게 쓰세요

부산일보 14면

‘2018 부산 대표 창업기업’ 30개 선정

부산일보 16면

부산 유망 창업기업 30곳 추가 선정

국제신문 11면

노령 카페리 퇴출로 부산~제주 뱃길 끊길 위기

국제신문 15면

각종 여론조사서 ‘우세’ 민주당… “수도권 넘어 영남권 승리까지”

부산일보 04면

PK 각계각층, 광역단체장 지지 놓고 ‘편 가르기’ 극심

부산일보 05면

오거돈은 ‘대세론’… 서병수는 ‘초박빙’

국제신문 05면

“시의회 과반 꼭 달성 안정적 시정 뒷받침”

국제신문 05면

‘우문우답’ 90분… 속터진 부산교육감후보 TV토론

국제신문 06면

이번엔 지원사격으로 맞붙은 전재수·박민식

국제신문 06면

영도·수영 ‘루키 의회’ 부산진·동구 ‘베테랑 의회’ 가능성

국제신문 08면

부산시장 후보들 ‘지방분권’ 개헌 공감, 시기는 제각각

국제신문 08면

올해 부산국제록페스티벌, YB 등 7개 밴드 출연 확정

부산일보 19면

BIFF ‘북투필름’ 15일까지 저작물 모집

국제신문 18면

글로벌 건축학도들, 부산서 지속가능 도시 머리 맞대

국제신문 18면

화미주 헤어제품 ‘코시오’ 기장 반룡산단에 확장 이전

부산일보 14면

전포카페거리에 민간 커피박물관 생긴다

국제신문 02면

‘원수’ 낙동강 오염 심각… 드러난 유해물질 ‘빙산의 일각’

부산일보 03면

사람까지 공격 ‘황령산 들개’ 현수막으로 퇴치?

부산일보 09면

동서고가교·광안대교 길이 전국 도로 교량 중 2·4위

부산일보 10면

부산모터쇼 8일 개막식

부산일보 01면

“부산항 부가가치 높이자” 항만 연관산업 뭉쳤다

부산일보 16면

부산상의, 시장 후보에 “북항 복합리조트 꼭 유치를”

부산일보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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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부산상의, 시장 후보에 경제계 현안 전달

국제신문 14면

지방선거일 증시 휴장

부산일보 17면

강서 녹산산단 가동률 ‘뚝’ … 사업구조 다각화 서둘러야

국제신문 14면

부산국제모터쇼 미디어 갈라 디너행사

국제신문 14면

부울경 ‘묻지마 공약들’ 재원 대책 없이 쏟아내

국제신문 01면

현충일에 모인 부산시장 후보들

국제신문 01면

부산교육감 ‘교호 순번제’ 투표지 또다른 로또 논란

국제신문 03면

사전투표율 낮은 부산… 이번엔 오를까, 더 떨어질까

국제신문 10면

“시끄럽게 했다가 마이너스” 후보들 현충일 맞아 조용한 유세

국제신문 10면

마술계 ‘어벤저스’ 위대한 공연, 부산을 홀린다

부산일보 02면

부산 유통가 덮친 ‘방탄 열풍’, ‘라인’과 협업 제품 완판될까

부산일보 17면

“동아시아 전통춤 여행 떠나요”

부산일보 24면

‘부산시민극장’은 뜨거운 열망이었다

부산일보 24면

소속배우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막는 부산시립극단 왜?

국제신문 23면

“생곡재활용센터 공공성 강화를…”

부산일보 09면

부산진구

‘상생 전포카페거리’ 시장·구청장 후보 한목소리

부산일보 02면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악취’ 하수관거 이전 설계 용역

부산일보 10면

영도구

영도혁신지구 탁구체육관 설립 갈등

국제신문 12면

부산 고참 판사 ‘재판 거래’ 의혹 검찰 수사 촉구

부산일보 01면

전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 엘시티 향응 혐의 구속 영장

부산일보 10면

건설사서 수십 차례 향응 전 고용부 부산동부지청장 영장

국제신문 11면

금정산 정상 고당봉 표석 난데없는 ‘거울 테러’ 왜?

부산일보 10면

‘미세먼지 해결’ 부산 시민단체 공동 대응

부산일보 11면

부산 노포~양산 서창 도시철도 연결 이번엔?

부산일보 12면

인구감소 부산, 임대주택 확대·압축 개발로 도심 재정비

부산일보 03면

펫타운·펫코노미 … 반려동물이 지역경제 살린다

국제신문 19면

‘콩나물시루’ 김해국제공항, 눈물의 ‘탑승교 쟁탈전’

부산일보 10면

부산 기업 15곳, 혁신성장기업으로 키운다

부산일보 16면

車 배터리 팩 생산 강소기업 ‘동신모텍’ 공장 부산 온다

부산일보 17면

부산 ㈜테크로스 선박 평형수 설비 美 형식 승인 획득

부산일보 20면

부산항 신항 LNG 벙커링 시스템 구축 ‘시동’

부산일보 20면

부산남항 해양관광 발전 협약

부산일보 34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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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서병수 “동서고가로 철거·김해공항~송정 대심도 건설”

국제신문 06면

전기차부품업체 부산유치… 지역 자동차업계 ‘활력’

국제신문 15면

부산 유권자 293만 9046명 확정

부산일보 06면

부산 유권자 293만9046명… 50대 20.29% 최다

국제신문 05면

오거돈-서병수, ‘메가 공약’으로 막판 표심 공략

부산일보 06면

지원유세 않겠다던 洪 주말 부산행

국제신문 05면

해운대1 시의원선거 부산 최대 관심지역 급부상

국제신문 06면

굴착기 앞 석축, 초량왜관 선창 유적이라면…

부산일보 10면

아픈 역사에서 배우다, 부산에서 배우다

부산일보 19면

복천동 고분군 보호 촉구… 관련 학회·연구소 성명서

부산일보 29면

10인의 작가가 그려낸 ‘부산미술의 형상’

부산일보 29면

청년라디오 ‘051FM’ “작지만 소중한 부산의 이야기, 야심 차게
부산일보 32면
들려드려요”

부마항쟁
동래구
북구
사하구

“부산 첫 오페라하우스 홍보 부족 아쉬워”

부산일보 34면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부산일보 11면

정부차원 부마항쟁 기념일 지정 첫 논의

국제신문 12면

동래구 신축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감전으로 숨져

국제신문 12면

구포개시장 철거 모두 찬성… 유기동물센터 직영에 공감

국제신문 19면

숙소 1곳 다대포해수욕장 ‘반쪽 관광지’

부산일보 11면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낮엔 사고 점검 밤엔 건설사 술
부산일보 12면
접대받아

6/1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이전 공기업 대학생 오픈캠퍼스 추진

국제신문 16면

송정해수욕장 등 전국 6곳 실시간 이안류 감시 가동

국제신문 18면

옛 영광 간직한 구도심 새 희망의 파도가 친다

국제신문 20면

안전한 등·하굣길 ‘노란전신주’ 사업에 부산 민관 힘 모은다

국제신문 27면

부산상의 조직 개편 키워드는 정책·조사·마케팅

부산일보 17면

부산상의, 해외진출·정책지원 등 6개 전담팀 신설

국제신문 14면

부산·대만 플라이앤크루즈,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부산일보 17면

올여름 부산 9000여 세대 ‘분양 대전’

부산일보 18면

러시아 - 일본 육로 연결 재추진… 부산항 대책 시급

부산일보 19면

휴일 부산국제모터쇼 ‘북적’

국제신문 14면

“감천항에 중소형선박 수리 특화단지 조성 필요”

국제신문 18면

부산 항만연관산업 조합·협회 하나로 뭉쳐 상생발전 꾀한다

국제신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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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청년문제 대책은?’ 부산시장 후보에게 ‘짤’로 물었다

부산일보 02면

국제시장 ‘꽃분이네’ 정치인 발길 ‘뚝’

부산일보 02면

‘6·13 선택’ PK 새 권력지도 당분간 정치지형으로 ‘고착’

부산일보 05면

부산서 민심에 굴복한 홍준표... 등돌린 보수 막판 돌아설까

국제신문 05면

“오거돈 뽑아 文대통령 개혁 힘 실어달라”

국제신문 05면

최고의 바리톤, 최고의 소프라노를 만나다

부산일보 24면

부산, 9일간의 춤바람에 제대로 빠졌다

부산일보 24면

한국·일본·대만 전통춤 얼쑤

국제신문 21면

“상상 초월하는 감동의 매직쇼, 열흘간 해운대서 즐기세요”

국제신문 21면

눈앞에서 벌어진 동족상잔 비극 보고 ‘순수미술’ 도저히
국제신문 22면
못하겠더라
부산 인디씬 ‘메카’ 클럽 리얼라이즈 8주년 기념 릴레이 콘서트

국제신문 22면

동래구

안전진단서 ‘OK’ … 사직1-5구역 재건축 속도낸다

국제신문 14면

사하구

수십 년간 드나든 골목길 막은 땅 주인 ‘검찰行’

부산일보 12면

수영구

부산 아파트서 ‘조각상 투척 테러’

부산일보 12면

금정산 ‘거울 테러’ 문화재 훼손까지…

부산일보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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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 사고, 더는 안 돼” 부산시, 금지시설·투광기 등
부산일보 10면
설치
청년을 불러모으는 ‘젊은 정책’ 이 부산 미래 바꾼다

국제신문 08면

“부양자 지원 주거정책 등 세대별 맞춤전략 필요”

국제신문 08면

남북 훈풍 타고 부산 조림업계 들썩

부산일보 16면

‘어류 영양 국제심포지엄’ 부산 유치

부산일보 17면

부산 산업대출, 노동생산성 낮은 부동산에 쏠린다

국제신문 15면

부산 기초단체장·광역의원 판세 여전히 안갯속

부산일보 01면

후보·공약은 안 보이고 ‘문재인’ ‘홍준표’만 보인 선거

부산일보 06면

해운대서 결판난다, 吳·徐 막판 화력 집중

국제신문 01면

민주 “6곳+α” 과반 목표…한국 “14곳 이상 싹쓸이 재연”

국제신문 04면

추미애·홍준표 오늘 부산서 ‘마지막 유세 대결’

국제신문 05면

부산시의원 與 과반·한국당 2/3석 목표

국제신문 05면

시의원 비례대표 1번 이번에도 모두 여성

국제신문 05면

부산시장 후보 ‘지방분권 개헌’ 국회 절차 우선 일성

국제신문 10면

전포카페거리 ‘부산커피박물관’ 생겼다

부산일보 08면

‘FLY2018’ 교육생 모집…부산아시아영화학교

부산일보 24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동구
사하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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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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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합창으로 들려주는 평화는…

부산일보 24면

스케치로 돌아보는 한국전쟁

부산일보 24면

세계 문학, 부산서 묻고 답하다

부산일보 24면

부산시장 찍고 미술 감상도… ‘갤러리 투표소’ 오세요

국제신문 23면

부산작가 김주영 장편소설 ‘시간 망명자’ 中 판권 수출

국제신문 23면

“노동자상 돌려 달라” 부산 시민단체, 검찰에 동구청 고발

부산일보 10면

옛 한진重 다대부지 지구단위계획 ‘암초’

부산일보 10면

해운대백병원, 러시아서 유방암 제거 동시에 재건법 전수

국제신문 24면

부산 8개 공공기관,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부산일보 16면

르노삼성, 각종 이벤트로 모터쇼서 인기

국제신문 18면

‘민심 선택’ 더 애태우는 여야 PK 정치권

부산일보 12면

지각 변동? 텃밭 사수? 최대 관심사

부산일보 12면

민주당 압승 땐 ‘보수 붕괴’ 한국당 승리 땐 ‘화려한 부활’

부산일보 12면

부산시장 선거 ‘1표의 가치’ 1484만 원

부산일보 13면

당신의 한 표! 우리 고장을 바꾸는 기적

국제신문 01면

吳 부평깡통시장서, 徐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마무리

국제신문 08면

99년 전 이룬 통합과 화합의 감동, 다시 무대로…

부산일보 22면

‘색즉시언(色卽是言)’… 컬러로 표현한 감정을 읽다

부산일보 22면

앞당겨진 검사장급 승진 인사 PK 출신 이번엔 얼굴 좀 내밀까

부산일보 18면

유커 겨냥 부산 골프여행상품 만든다

국제신문 18면

부산 벤처기업 역량강화 디자인센터서 기술 전수

국제신문 18면

밤사이 부울경 권력이 바뀌었다

부산일보 01면

與 압승… PK 지방권력 23년 만의 교체

국제신문 01면

민주당 압승… 광역단체장 14곳 당선

부산일보 01면

경남 박종훈, 울산 노옥희… 교육감도 ‘진보’

부산일보 01면

부산 김석준 등 진보교육감 또 휩쓸다

국제신문 01면

민주당, 부산·울산 ‘압승’ 경남 ‘약진’… 한국당 아성 붕괴

부산일보 06면

부산시의회도 ‘푸른 물결’, 보수 일당 독점 마침표

부산일보 06면

23년 불통 시정 종지부 찍고, 시민 행복시대 열겠다

국제신문 02면

반성 없는 한국당에 ‘레드카드’ … 지역 적폐청산 힘 실린다

국제신문 03면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득표율 ‘비슷’

국제신문 03면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 예상 뒤집고 줄줄이 현역 꺾어

국제신문 04면

191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여론조사 결과 잇단 경고음 외면 민심 오판한 한국당 참패 불렀다

국제신문 04면

직선제 첫 재선 성공… “부산 교육특별시 만들어 가겠다”

국제신문 05면

吳, 문 대통령 효과 톡톡 … 徐, 홍준표 헛발질에 좌초

국제신문 06면

현직 프리미엄·중도노선 확장 김석준, 싱겁게 승리

국제신문 06면

부산 최종 투표율 58.8% 집계 지방선거 역대 두 번째로 높아

국제신문 08면

부산 첫 ‘뮤지컬 소극장’서 즐기는 큰 감동

부산일보 26면

사하구에 남부 최다 품종 ‘무궁화동산’

부산일보 18면

‘신공항·BRT·원도심’ 부산정책 대변화 예고

부산일보 01면

해양진흥공사 초대사장 비관료 3파전

국제신문 18면

부산항만공사, 간담회 열고 업계 고충 청취

국제신문 18면

부산시,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

부산일보 23면

ICT로 무장 스마트시티, 도시 혁신·삶의 질 높인다

국제신문 19면

에코델타시티, 낙동강 낀 부산형 모델 구축

국제신문 19면

부산 기초단체장도, 전국 16개 단체장도 13-2-1

부산일보 04면

PK 첫 진보 주도의 변화, 경륜이 걱정

국제신문 01면

기초의회 소수정당 전멸 … 다양성 실종 우려

국제신문 09면

초선들 대거 입성, 기초의회 기대 반 우려 반

국제신문 09면

부산현대미술관, 을숙도에 15일 개관

부산일보 01면

눈길 붙잡는 ‘수직정원’… 외벽부터 ‘작품’이네

부산일보 29면

구포 국수·부산 어묵… 생생한 ‘부산 공부’ 화제

부산일보 17면

부산항 해수온천 야외수영장 25일 개장

부산일보 23면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17일 부산민속예술관

부산일보 29면

가무악총체극 ‘부산아리랑’, 시민 대상 출연진 선발

부산일보 29면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돌고래 쇼’ 없다

부산일보 16면

사상구

“아기 환자 긴급 이송 도운 경찰과 시민, 당신이 주인공”

부산일보 17면

오거돈 인수위, 18일부터 가동

부산일보 08면

吳의 ‘시정 대수술’… 민의가 먼저다

국제신문 01면

휴가철 음주 운전 부산청, 특별 단속

부산일보 12면

부산 문화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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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전형료 부적절 사용” 2017학년도 지원자에 잔액
부산일보 12면
반환
해양진흥공사 사장 공모, 황호선 교수 급부상

부산일보 17면

주력산업 체질 강화 ‘발등의 불’ … 북항재개발 시가 주도해야

국제신문 04면

62만 명 찾은 부산국제모터쇼 ‘모터쇼 아닌 차 전시장’

부산일보 1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가덕 신공항
북구
해운대구

6/19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부산모터쇼 폐막… 11일간 62만 명 ‘신차의 향연’ 즐겼다

국제신문 14면

벤츠 해운대전시장 디지털 쇼룸으로

부산일보 16면

예탁결제원 올해 200명 이상 고용창출

부산일보 17면

부산시, 로컬푸드 상설직매장 5곳 문 연다

국제신문 14면

어류 영양 심포지엄 2020년 부산서 개최

국제신문 18면

‘최악의 성적표’ PK 한국당, 메가톤급 인물 교체 불가피

부산일보 08면

13 대 1, 부산 기초의회도 뒤집혔다

부산일보 10면

참패 책임론 입 닫은 부산 한국당

국제신문 01면

윤상직의원 총선 불출마 시사 후 잠적

국제신문 05면

압승 기쁨도 잠시, ‘민주당 표’ 행정 시선집중

국제신문 06면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배려?

국제신문 08면

부산 건축의 아름다움 시민과 함께 느껴 봐요

부산일보 24면

‘맛있는’ 영화세상 열린다

부산일보 24면

전 세계 화상이 손꼽은 그림들, 부산에 모였다

부산일보 25면

러시아 최고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만난다

국제신문 21면

“춤과 함께 20년… 난 아직도 무대에서 배울 게 많다”

국제신문 22면

“가덕신공항” 부울경 시장·도지사 한목소리 나오면 수면 위로

국제신문 04면

구포개시장 업종 전환 지방선거 결과로 ‘탄력’

부산일보 12면

덤프트럭, 차 연속 추돌 후 달맞이언덕 빌라로 돌진

부산일보 12면

오거돈 첫 인사… 경제부시장에 유재수 씨

부산일보 01면

부산 경제부시장 유재수 정무특보엔 박상준 내정

국제신문 01면

사상~하단 경전철, 차량기지 구간 공사 ‘출발’

부산일보 14면

부산 ‘아동권리 대변인’ 탄생

부산일보 15면

아파트 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바꿔 보육대란 막는다

국제신문 08면

지역 육아파파 모여라… 시, 100인의 부산아빠단 모집

국제신문 08면

BPA, 부산시 취득세 20억 유권해석 의뢰

국제신문 10면

부산 국제회의 지난해 212건 ‘세계 톱 8’

부산일보 19면

자갈치 광어회도 온라인 주문 시대

부산일보 19면

부산창조센터·와이즈유, 지역인재양성 맞손

국제신문 15면

‘시장 메이커’ 전재수 맹활약 빛났다

부산일보 08면

영원한 승자 없는 선거, PK 민주당 시험대에

부산일보 08면

부산 기초단체장 당선인들 우리 동네 이렇게 바꾸겠다

부산일보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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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吳의 첫 인선 경제부시장·정무특보는 이호철 라인

국제신문 05면

시장선거 승리 견인 이호철 靑 입성 현실정치 복귀하나

국제신문 05면

부산서 만나는 인도네시아 미술

부산일보 22면

부산 곳곳 대규모 야외응원… 치킨·분식·맥주 ‘월드컵 특수’

국제신문 02면

세계 미술 흐름 한눈에…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열린다

국제신문 22면

부산 도심 ‘경부선 지하화’ 탄력

부산일보 01면

인수위 공문이 뭐였길래 부산시·산하기관 ‘요동’

부산일보 02면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김기동

부산일보 02면

부산고검장에 황철규·부산지검장에 김기동

국제신문 04면

부산 초·중·고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부산일보 02면

오거돈 시정 첫 행정부시장 변성완·정현민 압축

부산일보 02면

부산서 또 고독사… 이번엔 50대 독거남

부산일보 09면

부산 고교 무상급식시대 연다

국제신문 01면

부산시장 인수위에 국회의원·보좌관… 지방분권 어디로

국제신문 04면

시 7월 정기인사, 조직개편 이후로 연기

국제신문 04면

부산 국제회의 8번째 최다 도시? … 현실은 ‘글쎄’

국제신문 13면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 국제 물류해법 세미나

국제신문 15면

포스트 6·13… 부산 여야 ‘물갈이 쓰나미’ 덮친다

국제신문 05면

부산 보수재건 주축 다시 김무성·서병수?

국제신문 05면

부산 무언극 ‘스냅’ 세계 유명 극장 러브콜

부산일보 08면

수영강 크루즈선 누빈다

부산일보 08면

수영강 풍경 벗 삼아 뱃놀이 … 리버크루즈 뜬다

국제신문 09면

부산현대미술관 개관 첫 주말 관람객 ‘대박’

국제신문 23면

젊은 연극학도들의 축제

국제신문 23면

부산 춤꾼들의 뜨거운 경연

국제신문 23면

“시정혁신본부 없애고 기획·행정 분리”

부산일보 01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평가… 부산 7개 大 울고 15개 大
부산일보 01면
웃었다
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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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 역량진단 부산 7곳 1차평가 탈락

국제신문 01면

낙선한 野 의원 “吳 가덕신공항 지지”

부산일보 05면

새 부산시의회 의사봉 누가 잡나 ‘관심’

부산일보 05면

부산에서 또 여중생 ‘집단 폭행’

부산일보 09면

부산시청 공무원 노조, ‘공노총’ 가입 결정

부산일보 1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부산항서 또 붉은불개미 10마리 발견

부산일보 12면

부산항서 붉은불개미 10마리 또 발견

국제신문 08면

도시철도 1호선 순간 정전, 18분간 열차 운행 중단

부산일보 12면

동부산 테마파크 내년 4월 착공

부산일보 01면

부산 노동자 30% 41만 명 ‘주 52시간 근무’ 그림의 떡

부산일보 08면

부울경 상의 회장 ‘가덕 신공항’ 공감

부산일보 16면

부산출신 바른미래 의원 속속 당권 도전

국제신문 05면

부산 단체장 당선인 너도나도 “권위적 취임식 거부합니다”

국제신문 08면

오거돈 “BIFF 독립·도약 기금 4년간 1000억 조성”

부산일보 02면

부산서 사라진 건축물을 찾아…

부산일보 26면

부산영어방송 다큐 ‘보이지 않는…’ 뉴욕라디오페스티벌 금상
부산일보 26면
수상
동아시아 문화도시 평화콘서트

부산일보 26면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꾸민 글로벌 영화축제 ‘활짝’

국제신문 23면

한중일 예술단 한무대서 ‘평화기원’

국제신문 23면

부마항쟁 옥살이 송두한 씨 39년 만에 ‘무죄’ 선고

부산일보 09면

오거돈의 해양수도에 ‘수산’이 없다

부산일보 01면

오거돈 인수위, 부산시 조직 개편 원칙·방향 발표

부산일보 08면

부산 결핵 발병, 전국 평균 이하로 급감

부산일보 08면

부전역 출발 복선전철, 울산~포항 구간 3개 역 신축기로

부산일보 08면

새 시장 공원일몰제 대책 ‘오, 노’

부산일보 10면

“부산 해수욕장, 마음 놓고 이용하세요”

부산일보 12면

‘대학 살생부’ 충격에 빠진 부산 대학가

부산일보 12면

민선 7기 ‘부산판 국민청원’ 도입

국제신문 01면

부산항 붉은불개미 추정개체 무더기 추가발견

국제신문 10면

BPA 차기사장 후보군 4명 하마평

국제신문 18면

부산·울산 맞벌이 비중 전국 최저, 왜?

부산일보 16면

‘부산롯데호텔’ ‘여름 패키지’ 편안한 호텔이 최고죠^^

부산일보 29면

지역 기업인 절반 “대북 투자·진출 긍정적”

국제신문 13면

부산, 1인가구 고용률 전국 꼴찌

국제신문 13면

자율운항 선박 포럼 벡스코서 성황리 개최

국제신문 18면

부산 정치

최인호-전재수, 부산 주도권 경쟁

국제신문 06면

부산 문화

부산 사는 일본인들이 외칩니다… “와보이소 부산”

부산일보 18면

부마항쟁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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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출처

태종대 수국 향연에 빠져 보세요!

부산일보 18면

올해 부산국제광고제 2만 342편 출품

부산일보 26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4대문 걸으며 숲길 만끽

부산일보 30면

‘국립부산과학관’ 이상한 ‘수학 나라’ 놀러 오세요

부산일보 30면

동심 깃든 향토적인… ‘부산 1세대 서양화가’ 故 양달석 조명

국제신문 20면

부산발 남북문화교류 모색 포럼

국제신문 20면

부산문화재단 본부장 공개 채용

국제신문 20면

강서 공사장 또 사망사고… 고용부 뭐하나

국제신문 10면

붉은불개미 잇단 발견 토착화 가능성 커졌다

부산일보 01면

현실이 된 붉은불개미 공포 빈 컨테이너 검역 강화해야

국제신문 20면

부울고속道 교각 이음쇠 돌출 ‘펑’’펑’

부산일보 01면

고속도로 교량이음장치 돌출… 차량 32대 연쇄펑크

국제신문 08면

‘안정적 정책 추진’ 김석준 교육감 소폭 인사

부산일보 02면

젊어진 부산시의회, 눈에 띄는 ‘차세대 기대주’ 4인

부산일보 05면

낙동강 오염에 회동수원지 새 시설 주목

부산일보 06면

가덕에 신공항+항만 ‘투포트’ 추진

국제신문 01면

기초단체 인수위원장 코드는… 교수·전현직 공무원 주류

국제신문 02면

부산 해운업 상징 ‘한진해운’ 빌딩, 호텔 자본에 매각

부산일보 03면

보유세 개편안, 부산 고가 주택 적어 영향 적을 듯

부산일보 06면

부산 첫 명문장수기업에 화신볼트산업

국제신문 14면

상반기 부산 코스피 상장사 중 절반 주가 하락

국제신문 15면

PK 정치권, 마음은 벌써 총선에…

부산일보 05면

민주당 PK ‘정책 연대’ 본격 시동

부산일보 05면

부울경 한국당 의원 ‘쇄신보다 잠수’

국제신문 05면

PK출신 비례대표는 지역구서 진지 구축

국제신문 05면

‘밥’ 그리던 작가, 이번엔 ‘몸’으로 시선 이동

부산일보 24면

러시아 음악 천재의 지휘봉, 부산 여름밤을 휘젓는다

부산일보 24면

호킹·인간·사랑… 부산무용 대표선수는?

부산일보 25면

부산문화재단, 본부장 공모

부산일보 25면

올 6월엔 브람스의 ‘낭만적 레퀴엠’을

부산일보 25면

강서구

길조차 툭 끊긴 ‘가덕도 한숨’ 신공항 논란에 또 파묻히나…

부산일보 08면

기장군

고리원전 찾은 오거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로 확대”

국제신문 08면

강서구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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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6/26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가덕 신공항

6/2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울고속도로 이음쇠 사고’ 경찰 조사 불가피

부산일보 01면

부울고속도로 이음장치 전수 조사 나서라

부산일보 08면

공항 흡연 힘들다 실내 흡연실 줄고 야외는 먼 곳으로

부산일보 02면

“과불화화합물 수돗물 대책 세워라”

부산일보 03면

북항 엑스포·BIFF 지원법… 설익은 공약들, 여기저기 마찰음

부산일보 03면

탈당·의장단 구성 둘러싸고 긴박한 부산시의회

부산일보 06면

‘들개 퇴치’ 공공기관 힘 모은다

부산일보 09면

1년 공들인 ‘부산형 공공의료’ 밑그림, 이대로 묻히나…

부산일보 09면

부산시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부산일보 10면

부산시민공원 주차장 절반 곧 사라진다

부산일보 10면

지역 맞춤형 ‘산·학 협력 모델’ 구축

부산일보 16면

부산도시가스 서비스센터, 내달부터 일요 휴무제 실시

부산일보 17면

부산상의 자문위원단, ‘매머드급’ 진용 꾸려

부산일보 17면

“2분기 동남권 경제 보합 수준”

부산일보 17면

‘삼중고’ 빠진 한국당 PK 초·재선 그룹

부산일보 06면

‘설악산 작가’ 김종학의 ‘색의 향연’

부산일보 22면

부산발 남북문화교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산일보 22면

고고 유물 발굴 현장 지침서 출간

부산일보 22면

소프라노 김은희 ‘고향 무대’

부산일보 22면

오거돈의 가덕 신공항 곳곳에 ‘암초’

부산일보 01면

‘딴 생각’ 정부 ‘어깃장’ TK… 오거돈, 묘수 있나

부산일보 03면

부울경 ‘신공항 건설 논의 TF’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부울경 신공항TF·광역교통청 신설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조직 ‘5실 3본부 9국’으로 개편

부산일보 06면

부산시 산하 공기업 대표·임원 일괄사표 방침에 ‘반발’

부산일보 06면

영유아 시설에 클라우드 서비스, 부산서 전국 첫 실시

부산일보 08면

침례병원 부산시 공공인수… 정부 후 지원

부산일보 09면

경찰, 부울고속도로 수사 착수

부산일보 09면

토착화되는 붉은불개미 ‘조기 방제 시스템’이 없다

부산일보 19면

“혹시 내 차도 펑크날라 부울고속도로 우회 늘어”

국제신문 08면

시장인수위, 침례병원 매각 중지 나섰다

국제신문 08면

부산 기업 80% “하반기 채용 NO”

부산일보 01면

197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출처

부산기업 10곳 중 8곳 “하반기 채용계획 없다”

국제신문 12면

신규 채용은커녕… 일부 기업은 “기존 인력 감축”

부산일보 03면

부산항만공사 사장 놓고 10명 경쟁

부산일보 08면

부산 첫 네팔 투자 설명회, 28일 농심호텔서 개최

부산일보 19면

“부울경은 뗄 수 없는 공동체… 경제위기도 함께 극복”

국제신문 04면

부산대 출신 CEO 바람… 재계 ‘파워엘리트그룹’ 부상

국제신문 04면

부산 공공기관장 줄사표 급한 현안사업 어찌되나

국제신문 04면

IoT 접목 스마트시티 부산시민 아이디어 공모

국제신문 12면

부산국제항노화엑스포 내일부터 3일간 벡스코서

국제신문 13면

부산항 운수협동조합 활동 개시

국제신문 18면

민주당 선거 후 첫 민생탐방 “PK부터”

부산일보 04면

임기 끝 7대 부산시의원들 총선 준비·사업·휴식·봉사…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PK 중진 자리 못 잡고 ‘우왕좌왕’

부산일보 05면

당선인들 쏟아낸 공약에 부산 교육 탄력

부산일보 11면

수돗물 불신받는데… 낙동강수계법은 국회서 ‘낮잠’

국제신문 06면

총선 2년 남았는데… 부산진을 벌써 ‘후끈’

국제신문 06면

부산대 여자농구부 ‘태극마크’ 달았다

부산일보 24면

전국 주요 극단들 부산서 신명 나는 ‘한마당’

부산일보 26면

부산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팝페라 듀오 스윗트리 공연

부산일보 26면

부산MBC 목요음악회 우크라 필하모니 협연

부산일보 26면

명창들이 들려주는 우리 소리의 깊은 맛 ‘얼~쑤’

부산일보 26면

임시수도기념거리 일대서 피란수도 부산 야행

국제신문 29면

“김현미 장관 ‘가덕신공항 불가’는 관료 입장”

부산일보 06면

김경수 “김해공항 확장안 문제 많다”

국제신문 01면

박재호 “김해공항 확장용역 무용론”… 여권내부 정책 혼선

국제신문 06면

강서구

생곡 재활용센터 주말 파업… 쓰레기대란 비상

국제신문 08면

기장군

기장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무산

부산일보 09면

부산 4월 출생아 1700명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

부산일보 01면

부산의료원 비정규직, 90명 연내 정규직 전환

부산일보 10면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16년간 의정 마무리, 시민들께 큰 감사”

부산일보 34면

부산시 산업통상국 없애고 문화복지진흥실 신설

국제신문 04면

정책특보 박태수, 비서실장 이경덕 내정

국제신문 04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가덕 신공항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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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남구
부산진구
영도구

6/29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민주당 시의회 의장후보 6명 등록… 다선이냐 초선이냐

국제신문 06면

구·군 인수위 운영 사실상 무료봉사… 챙겨줘도 ‘열정페이’

국제신문 08면

부산·경남 초중등교사 각각 412명·602명 선발

국제신문 08면

부산 6월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보다 3.6포인트 하락

부산일보 01면

부산 소비자심리지수 6월, 올들어 가장 낮다

국제신문 14면

광안리 앞바다에 ‘수상 호텔’ 뜬다

부산일보 02면

“부산 신발, 개성 찍고 러 건너 유럽까지 갈 겁니다”

부산일보 17면

영남권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30개사 참여 171명 채용 계획

부산일보 17면

러시아, 위기의 부산 조선기자재 새 돌파구

부산일보 17면

‘부산표 도시철도’ 베트남 달린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상공계, 여당과 지역 경제현안 해결 협력 강화

국제신문 13면

부산 조선기자재, 러시아서 77억 규모 계약 ‘물꼬’

국제신문 13면

“부산 찾는 관광객 수 집착말고 지갑 열 방법 고민해야”

국제신문 29면

‘앞으로가 더 문제’ PK 정치권 한숨

부산일보 05면

달라진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역대급 각축전’

부산일보 05면

만사호철? 부산시 인사 끝없는 설설설…

부산일보 06면

다가오는 무더위, 문화로 시원한 여름나기

부산일보 24면

‘7인 7색’ 젊은 작가들의 상상력

부산일보 24면

8인의 젊은 연주자들, 그들만의 소리 뽐낸다

부산일보 25면

부산국악원 두 번째 한류콘텐츠는 ‘천생연분’

국제신문 23면

불붙은 ‘가덕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부산일보 01면

부산 시민사회 “가덕 신공항 찬성하지만 쉽진 않을 듯”

부산일보 03면

부산 경제계 “가덕 신공항·김해 확장안 동시 진행”

부산일보 03면

PK 가덕신공항 띄우자… 김성태 “지역갈등 유발” 비난

국제신문 06면

고리원전 침수 예방 해안방벽 ‘미흡’

부산일보 01면

고리1호기 폐쇄 지역경제 충격파

국제신문 01면

남구의원 6명 조례발의 ‘0’ … 배지만 달고 놀고먹은 꼴

국제신문 03면

대형마트에 질식한 가야시장…82년 만에 사라진다

국제신문 04면

영도 제한속도 낮추니 교통 사망사고 대폭 줄어

국제신문 09면

오거돈 내달 2일 해양수도 선포식

부산일보 01면

내달 2일 북항 컨벤션센터서 부산시장 취임식

국제신문 05면

“시대 흐름 역행” 말 많은 부산시 조직 개편안

부산일보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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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오거돈 부산시정’ 첫 페이지 어떤 내용으로 1면 채울까

부산일보 04면

부산 ‘집에서 기르는 개’ 10만 761마리

부산일보 10면

부산서 유치원생 40여 명 집단 식중독

부산일보 12면

부산 고령층 돈 벌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부산일보 13면

차기시장 내달 입주… 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국제신문 05면

초대 해양진흥공사 사장에 황호선

부산일보 01면

해양진흥공사 초대사장에 황호선

국제신문 06면

김해공항 혼잡도 한계 넘었다

부산일보 10면

미어터지는 김해공항 ‘지각비행기’ 5년 새 4배

국제신문 08면

대형마트에 창고형 할인점 결합 ‘홈플러스 스페셜’ 부산에 첫선

부산일보 19면

습도 높은 부산, 제습기 판매율 제주 이어 두 번째

국제신문 12면

부산경남 차세대기업인클럽, 창업 유망주 키운다

국제신문 12면

영남 석유관리원 부산 강서로 이전

국제신문 12면

“지역 민원 챙겨야 생존” 여야 PK 의원 상임위 배정 사활

부산일보 05면

민주 부산 지역위원장 공모, 친노·친문 가세

부산일보 06면

‘점령군 같다’ 비판에 부산 민주당 ‘말·행동’ 주의보

부산일보 06면

대한민국소극장열전 ‘in 부산’

국제신문 20면

영화 읽기, ‘각본 있는’ 수업 모델 되다

국제신문 20면

부산영화단체, 최윤 전 영상위원장 재신임 요청

국제신문 20면

부산 유망 솔로이스트들의 축제

국제신문 20면

“재밌는 책 내고 싶어 1인 출판사 도전했죠”

국제신문 26면

민주당 내부서 “가덕 신공항 검토 대상 아니다”

부산일보 05면

“가덕신공항은 안될 일… 吳 당선인 부산의 큰 그림 그려야”

국제신문 05면

생곡발 ‘쓰레기 대란’ 다시 점화되나

부산일보 12면

가덕도 186㎜ 물폭탄… 축대붕괴·주택침수 속출

국제신문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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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거돈 “시민행복 시대, 안전이 먼저다”

부산일보 01면

“취임식 대신 현장” 민선 7기 ‘태풍 행보’

부산일보 10면

임기 첫날부터 재난대응 ‘올인’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산하 25개 기관 경영진 대부분 사표 제출

부산일보 10면

해경 부활했는데… 해수욕장 안전요원 올해도 ‘알바’쓴다

국제신문 08면

해수욕장 방문객 엉터리 집계 “빅데이터로 정확성 높여야”

국제신문 08면

“해운 재건 본격화, 해양강국 주춧돌 놓을 겁니다”

부산일보 17면

경제자유구역 성과 ‘부산진해’ 3년 연속 1위

부산일보 17면

차현진 한은 부산본부장 “돈가뭄 지역 중기부터 살려야죠”

부산일보 17면

‘클라우드 선도 시범지구’에 부산 등 2곳 선정

부산일보 17면

자성대부두 운영사 재계약 놓고 ‘불확실성 가중’

부산일보 19면

미어터진 김해공항, 편의시설마저 속 터진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동북아 해양수도’ 울산·경남 ‘경제살리기’ 닻 올렸다

국제신문 03면

부산 기업인 41.7% “오 시장, 일자리 창출 최우선해야”

국제신문 03면

BPA, 부산항 입주사 대상 안전교육

국제신문 18면

민주 PK 지역위원장 경쟁률 역대 최고… 울주 7 대 1 ‘혈전’

부산일보 04면

민주당 “부산시의회 의장단 후보 선거로 뽑습니다” 첫 실험

부산일보 05면

6·13 낙선자·원외 지역위원장 차기 총선 고지 선점 ‘암중모색’

부산일보 05면

염치 없는 한국당 PK 재선그룹 ‘참패 책임론’ 나몰라라

국제신문 04면

민주당 부울경 지역위원장 경쟁률 최고 7 대 1

국제신문 04면

부산 7개 해수욕장 모두 개장

부산일보 02면

개장 첫날 공쳤네 태풍으로 텅 비어

국제신문 08면

‘현실에 없는 환상 세계로’… 부산 상륙한 지구 최고 마술쇼

부산일보 24면

부산서 만나는 ‘日 현대사진의 원류’

부산일보 24면

‘왕비의 잔치’보다 더 화려한 ‘결혼식’

부산일보 25면

“초량왜관 연구로 부산 역사의 중요한 퍼즐 맞춰요”

부산일보 28면

성추행 의혹 부산디자인센터 간부 기소

국제신문 08면

거리마다 부산 근·현대 숨결 … 작은 도시는 지루할 틈이 없다

국제신문 12면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첫발 내딛다

부산일보 10면

부산기상청 강서구로 옮긴다

국제신문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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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시의회 첫 여성 의장 ‘40대 초선’ 박인영 의원

부산일보 01면

부산시의회 의장 41세 초선 女의원

국제신문 01면

박인영, 재결선서 21대 20승리 … 상임위원장도 초선 독식

국제신문 03면

오거돈 시장, 경제부시장·정책특보 등 인사

부산일보 02면

2년 공들인 부산 첫 하천종합계획 ‘함량 미달’

부산일보 10면

오거돈시장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절반 인하하겠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16개 단체장 ‘첫끼 소통’ 환경미화원과 함께·급식봉사

국제신문 03면

부산 집값 6개월 연속 마이너스행진

부산일보 17면

부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에 착한 투자

부산일보 17면

부산테크노파크, 지역 주력산업 키운다

부산일보 17면

부산형 소상공인사업에 100개 업체 선정

국제신문 13면

부산 8개 공공기관 참여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

국제신문 13면

한국 국회의원·민주 구청장 ‘파열음’

부산일보 04면

요즘 PK 주목받는 정치인? 친문 초선 또는 노력파 재선

부산일보 05면

민주, 부산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 ‘변화’ 선택 속 이견 노출

부산일보 05면

김석준 2기 출범 “고교 무상급식, 부산시와 협의 시작”

부산일보 08면

‘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 정진우 네 번째 도전

국제신문 04면

부산대 여자농구 국제대회서 정상

부산일보 21면

부산대 여자농구부, 국제대회 첫 우승

국제신문 27면

“금정에 반하다 인디에 반하다”

부산일보 22면

“현대인에게 집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산일보 22면

부산동래아리랑제, 3일 부산시민회관

부산일보 22면

‘착한 주인공’ 소설, 22년 노하우 쏟아부어

부산일보 22면

‘마술계의 어벤저스’ 90분간 관객 옭아매다

국제신문 20면

色다른 작품과 컬러풀한 하루

국제신문 20면

비바 청춘! 젊은 예술인들 한바탕 놀아보자

국제신문 21면

기장 일부 양식넙치, 수은 과다 검출로 폐기

국제신문 08면

‘신공항’ 수위 낮추는 吳, 숨 고르기? 발 빼기?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인사 급물살, 배후엔 ‘왕특보’ 박태수가 있다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인사라인 전격 교체… 모두 인사부서 무경험자

국제신문 02면

부산 희망 공약 1위 ‘미세먼지’ 시·학계 해법 논의

부산일보 11면

시의회, 오거돈 시정 ‘견제와 협력’ 잘될까

국제신문 04면

시정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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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은 광어’ 3.8t 부산·울산·포항에 유통

부산일보 02면

기장發 ‘수은 넙치’ 횟집 파동 번질라

국제신문 01면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이스타항공 20일 신규 취항

부산일보 17면

‘중기와 상생’ 팔 걷은 남부발전·한수원

부산일보 18면

부산시, 베트남에 신발업체 협의회

부산일보 19면

“부산항 해양안전 만들어가요”

부산일보 20면

부산 너머 해외로… 될성부른 수출 유망업체 키운다

국제신문 12면

일본 문화중심지 나고야서 부산 명소·축제 홍보

국제신문 12면

중기 우수임직원에 부산중기청장 표창

국제신문 12면

부산역 ‘아스티호텔 부산’ 9일 오픈

국제신문 12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

국제신문 18면

중앙 경험 부족한 오거돈 정무라인, ‘입법 과제’ 어쩌나

부산일보 05면

민주, 3일부터 지역위 실사 돌입 부산 지역위원장 자리 경쟁
부산일보 06면
‘후끈’
‘지방권력 완전 교체’ 민주당, 실정 노출 땐 총선 악재로

부산일보 06면

잘해야 본전인데… 시당위원장 인선 쉽지않네

국제신문 04면

전국 밴드 ‘영남통신사’로 부산행… 인디씬 부흥 꿈꾼다

국제신문 24면

부산무용제 대상 판댄스씨어터 ‘Red Door’

국제신문 24면

부산 체육행정 새 수장 누가 되나… 10여 명 하마평

국제신문 27면

금정구의원 출신 3인방 파워… 부산 정가 주름잡아

국제신문 03면

‘7 대 7’ 부산 남구의회 “의장단 차지 양보 없다”

부산일보 10면

서면 문화로 보행길 전통입혀 새 단장

국제신문 07면

부산 북구, 행정명칭 바꾼다

부산일보 11면

봉래동 물양장, 시민 친화 공간으로 변신

국제신문 18면

부산시 별정직·산하기관 인사 ‘계파 갈등’ 없나?

부산일보 02면

시민단체 반환 노동자상, 다시 ‘시험대’ 서나

부산일보 09면

행정집행 과정서 노동자상 파손…”좌대 깨지고 균형 망가져”

국제신문 07면

원인 못 밝힌 이음쇠 사고, 안심 못 하는 운전자

부산일보 09면

생곡발 ‘쓰레기 대란’ 물량 외주로 고비 넘기나

부산일보 10면

‘사람’ ‘변화’ 키워드… 민선 7기 슬로건 확 바뀌었다

국제신문 06면

오거돈, 르노 ‘트위지’ 라인 유치 나섰다

부산일보 01면

부산 본사 해양진흥공사 출범, 각계 “해운 재건 핵심 역할 기대”

부산일보 08면

‘해운업 구원투수’ 해양진흥공사 오늘 부산서 문 연다

국제신문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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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0년 새 동남권 100대 기업 39곳이 순위권 밖으로

부산일보 17면

동남권 매출 10대기업, 10년새 절반 물갈이

국제신문 02면

부산·베트남 스타트업,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 구축

국제신문 12면

민주 PK ‘친문 의원’ 당권 경쟁서 몰아주기? 개별 선택?

부산일보 04면

서병수는 ‘자연인’으로, 서병수의 사람들 ‘총선 앞으로’

부산일보 06면

민주 부산시의회 의장 후보 선거 ‘하자’ 논란

부산일보 05면

신상해 시의원, 민주당 의장선거 이의 제기 논란

국제신문 05면

기초의회 의장단도 초선·여성 돌풍

국제신문 01면

동물원 ‘더파크’ 부산시가 내년 인수

부산일보 10면

“짜릿한 올여름 부산 오면 어때?”

부산일보 17면

을숙도문화회관, 경남도립미술관 소장전

국제신문 23면

부산 장애인역도 전국대회 첫 종합우승

국제신문 27면

“관객이 찾는 연극 위해 타 지역 소극장과 순회공연”

국제신문 29면

가덕 신공항 재추진, 내달 공개 ‘김해신공항 용역’ 분수령

부산일보 06면

항공정책실장에 손명수 임명…국토부, 김해신공항 못 박기?

부산일보 06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신공항 담당했던 손명수 오 시장 공약 제동
국제신문 02면
걸릴까
‘우암동 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 문화재청 공모 탈락

부산일보 25면

신혼부부 위한 ‘희망타운’ 부울경에 6곳 추가 지정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3실 4본부 10국 → 5실 3본부 9국 체제로

부산일보 08면

부산 구청장·군수, 협의회 감투 손사래

부산일보 08면

부산 특성화고, 혁신 추진 경쟁력 높인다

부산일보 10면

오 시장 공약 ‘부산 수산식품 클러스터’ 시작부터 삐끗

국제신문 02면

“부산시 침례병원 先 인수 부산의료원 분원 운영을”

국제신문 08면

부산서 올해 첫 참진드기 원인추정 사망자 발생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물관리 일원화 무시… 엇박자 조직개편

국제신문 09면

새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대지 서울국세청 국장

부산일보 02면

‘콩나물시루’ 김해공항, 이용객 최고치 또 경신

부산일보 03면

“해운 강국, 글로벌 톱5 도약”

부산일보 08면

부산 금융권-기업 ‘착한 컬래버레이션’

부산일보 17면

중국시장 문 두드리는 ‘부산 VR축제’

부산일보 17면

가스공사-부산항만공사, ‘부산항 LNG벙커링’ 협약

부산일보 17면

서울 집값 잡으려다 부산 주택시장 죽일 판

국제신문 01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연제구

7/9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구
동래구

보도내용

출처

해양진흥공사 부산시대 개막

국제신문 01면

공항 탑승장 흡연실 폐쇄 결정에 반발

국제신문 09면

부산국세청장에 김대지 서울청 조사1 국장

국제신문 13면

민주당 부산시의회 의장후보 선정 절차 논란 확산

부산일보 01면

부산 여행? 카드 한 장으로 관광·레저·쇼핑·숙박까지…

부산일보 19면

세계 3대 요트대회 볼보컵 ‘부산 북항 유치’ 시동

부산일보 20면

“시장님, 부산영상위 정상화 급해요”

부산일보 29면

새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국제신문 13면

20대 구의원·30대 시의원·40대 구청장 연제구 ‘청년 정치인의
부산일보 05면
메카’ 주목
‘해양수도’ 되겠다던 부산, 직제 개편부터 ‘역주행’

부산일보 03면

“발로 뛰는 세무행정, 납세 현장 어려움 즉시 반영”

부산일보 17면

시민참여형 부산항개발모델 전국 확산

국제신문 18면

센텀시티역을 부산 게임 홍보의 장으로…

부산일보 17면

도시철도역, 게임 콘텐츠 홍보관으로 변신

국제신문 14면

부산경제진흥원·정보산업진흥원 조직개편 가능성

국제신문 15면

행정절차 축소·조망 개선 … 부산 첫 소규모 재개발 청신호

국제신문 16면

낚시인파로 북적이는 감천항

국제신문 18면

여야 지도부 교체 ‘PK 소외’ 지역 출신 대통령·인물난 탓

부산일보 04면

반환점 돈 국회… 민주당 부산 의원 ‘자기 정치 6人 6色’

부산일보 05면

PK 의원 ‘국회 고위직’ 진출 어디까지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 하자 논란, 민주 긴급의총… 원내대표
부산일보 05면
사퇴
부산시의회 의장후보 선출 과정 민주당 이호철·최인호 계파 대결

국제신문 05면

부산 해수욕장 개장 첫 주말, 쌀쌀한 날씨 탓 ‘한산’

부산일보 10면

부산의 역사를 통해 부산의 정체성을 찾는다

부산일보 24면

10일 오후 영화의전당서 ‘애니메이션 음악회’ 개최

부산일보 24면

주강현 석좌교수, 국립해양박물관장 취임

부산일보 28면

시민 염원 담은 그린워킹 혁명… 부산의 ‘걷기 문화’ 탄생했다

국제신문 20면

전통·창작춤, 원로·젊은 꾼들의 만남…영남춤, 보고싶다

국제신문 21면

삶을 춤으로 승화한 영남의 예인들 재조명

국제신문 21면

자성대공원 ‘재봉틀 공방 특화 거리’ 들어선다

부산일보 10면

동래 문화유적지구 재조명 심포지엄

국제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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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북구

금정산 대천천 공동주차장 유료화

부산일보 09면

서구

송도해양레저타운 ‘조망권 침해’ 상인들 반발

부산일보 10면

부산 지자체 세번째 어린이집 연제구 내년 3월 개원한다

국제신문 07면

해운대 70대 강도살인 사건, 아내의 ‘청부살인’이었다

부산일보 09면

해운대 70대가장 강도살인, 60대 아내가 사주했다

해운대구 06면

오거돈호 첫 행정부시장 정현민 유력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인사라인 교체 후 ‘부분 인사’

부산일보 06면

“녹지·친환경 조직 신설을” 부산 환경단체, 市에 요청

부산일보 06면

일자리 창출로 훈장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 축소 논란

부산일보 06면

부산교육청, 진로진학박람회 연다

부산일보 10면

“14년간 변한 게 하나 없나” 호통 친 吳시장

국제신문 01면

경사로 많은 부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밀림’ 주의보

부산일보 02면

부산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부산일보 17면

‘메이드 인 부산’ 콘텐츠 한자리에…

부산일보 17면

베트남에 부산 중기제품 전용매장

부산일보 17면

부산상의 부회장에 오거돈 시장 캠프 인사 오나

부산일보 17면

부산콘텐츠코리아랩 스토어 구경하세요

국제신문 15면

부울경 주식거래 전국 평균 밑돌아

국제신문 15면

부산중소기업인 대상에 CEO 6인 선정

국제신문 15면

PK 지방선거 ‘40대 신인 돌풍’ 총선에도 이어지나?

부산일보 05면

해운대·금정·기장 ‘급변’ 민주 인물 풍년, 한국 내부 분열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부산시의회 ‘격세지감’

부산일보 05면

與 중·영도 합동사무실 운영비 갹출 논란

국제신문 05면

웃음 빵! 기안84표 포스터 공개… 부산코미디페스티벌 본격 시동

부산일보 22면

부산세계마술챔피언십 개막

국제신문 06면

10월까지 해양박물관서 龍 기획전시회

국제신문 08면

송도·다대포해수욕장서 보트타며 스트레스 날려요

국제신문 20면

독로국·목간… 부산 정체성 밝힐 ‘키’ 일까

국제신문 22면

열렬한 감정 피워낼 창작 뮤지컬 ‘상사화’

국제신문 22면

‘시조창’ 명인 정인경의 도전 시조로 부르는 하나님과 성서

국제신문 22면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기악 유경조·무용 정신혜

국제신문 22면

동구청 ‘조방 빛축제’ 1년 만에 불 끈다

부산일보 10면

연제구
해운대구

7/1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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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부산 동구청 통 큰 공간 개방에 ‘주민 웃음꽃’

사상구

7/1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출처
국제신문 07면

근로자 채용부터 수의계약까지… 부산 사상구청, 59건 ‘부실’
부산일보 10면
적발
사상구 지적재조사 추진 토지경계 재등록 착수

국제신문 08면

부산-김해경전철 탑승객, 개통 이후 첫 감소

부산일보 01면

‘민의의 전당’ 제8대 부산시의회 개원

부산일보 05면

8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 의장 박인영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과음 줄여 ‘건강 격차 줄이기’ 본격 나선다

부산일보 08면

뇌물 받고 사기까지… 부산교통공사 직원의 ‘탈선’

부산일보 09면

이안류 대비 합동훈련

국제신문 06면

부산대 20억대 연구비 횡령 공모 가능성

국제신문 06면

부산교육청 용역근로자 정규직화 진통

국제신문 06면

수주 미끼로 8억 뜯어낸 부산교통공사 직원

국제신문 06면

새 구청장들 주민 소통·밀착 행보 강화

국제신문 08면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배상금 정부예산 1000억 확보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신설 사회기획보좌관 석종득

국제신문 08면

부울경 상생 내일 첫 실무자 회의

국제신문 08면

‘美 관세 폭탄’ 르노삼성도 지역경제도 초긴장

부산일보 01면

부산 제조업 7년째 ‘긴 한숨’, 경기전망 기대치 28분기째 ‘부정적’

부산일보 03면

마이스 육성 팔 걷은 부산시 국·시비 등 예산 55억 확보

부산일보 17면

“부산 해수혁신클러스터 법인 설립하자”

부산일보 20면

“부산 주택산업 정상화 차원 청약조정지역 해제하라”

국제신문 02면

‘매출확대 비상’ 부산면세점, 지역사회 공략 강화

국제신문 12면

글로벌기업과 겨룰 부산판 스타벤처 키운다

국제신문 12면

부산 제조업 경기 부진 늪서 허우적

국제신문 12면

54년간 볼트 연구개발 ‘한우물’… 부산 첫 명문장수기업 쾌거

국제신문 16면

부산 중기청 노동시간 단축 리노공업 방문

국제신문 16면

선거 후 PK 달라진 권력 지형 시·도지사, 당정 관계 시험대

부산일보 04면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논란

부산일보 05면

윤준호 국회 농해수위 배정 1년 만에 부산 의원 지역 업계 기대감

부산일보 08면

“부산 의원들 국회 해수위 외면 안될 일”

국제신문 18면

렌즈로 들여다본 ‘원도심 사람들’

부산일보 24면

7월 무더위, 문화의 향기로 이겨볼까?

부산일보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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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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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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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위트컴 장군 상설 전시실 부산에 연다

국제신문 07면

‘해양문화 허브 역할 하도록 박물관 운영”

국제신문 18면

오카리나 개척자 박봉규 “부산서 국제 페스티벌 열고 싶어요”

국제신문 24면

‘여야 의원 동수’ 남구의회 의견 차이로 의장 못 뽑아

부산일보 10면

“반송동 어르신 웃음은 우리가 책임집니데이~”

국제신문 22면

번영로 한복판이 ‘뻥’

부산일보 01면

“약간 꺼진 것 같다”… 붕괴 직전 결정적 제보, 참사 막았다

부산일보 09면

하마터면… 번영로에 지름 3.5ｍ 깊이 5ｍ 대형 싱크홀

국제신문 01면

거대 싱크홀에 번영로 마비 물길 없어 원인은 오리무중

국제신문 06면

부울고속도 사고 이어 또… 시민들 ‘고속도로 공포증’

부산일보 09면

부산 석면 피해 고위험군 18만 명 첫 확인

부산일보 08면

“회전문 피하자니 낙하산…” 부산시 고위직 인사 딜레마

부산일보 08면

“부산시, 개발시대 시정 표출”

부산일보 08면

소규모 주택정비 쉬워진다

부산일보 08면

교육투자 강남구 218억·부산진구 3억

국제신문 01면

부산 상업·공업지역 도시재생 길 열었다

국제신문 02면

동남권 제조업 3분기 경기도 ‘비관적’

국제신문 02면

학교 투자는 교육청 몫 ‘방치’… 부산, 전국서 가장 인색

국제신문 03면

부산시의회도 기득권 내려놓기 나섰다

국제신문 05면

교각 이음쇠 돌출사고 났는데 ‘우수 고속도로’?

국제신문 08면

부산시정상황TF 설치

국제신문 08면

“부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부산일보 16면

“부산항 일자리 만들려면 규제부터 풀어라”

부산일보 16면

KCC, 부산서 태양광발전 시동

부산일보 17면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 명함 두 개 쓰는 까닭

부산일보 17면

부산시, 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

부산일보 18면

부산수산 상징 ‘문창수산’ 쓸쓸한 퇴장

국제신문 01면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애인기업 간담회

국제신문 12면

날개없는 부산 드론산업… 전문업체 단 1곳뿐

국제신문 12면

2년 남은 총선 ‘낙동강 전선’엔 벌써 전운

부산일보 04면

‘해운대을 표밭갈이’ 선거 때보다 더 뜨겁네

부산일보 05면

부산 의원 상임위 與 ‘확정’ 野 ‘조정’

부산일보 05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김해 신공항

기장군
사하구

7/1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오 시장 “전재수, 민주당 시당위원장 맡아달라”

국제신문 04면

영남춤축제 ‘춤, 보고싶다’ 14일부터 부산국악원 등서

부산일보 24면

세계적 여행매체 亞서 꼭 가볼 곳 부산 1위 꼽았다

국제신문 01면

아이 상상력 키워줄 ‘순수예술 축제’ 가볼까

국제신문 23면

“국토부, 김해신공항 장거리 노선 계획 없다”

부산일보 01면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 발표 연기는 안전문제 발견 탓”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2022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기본·실시설계 끝내기로

국제신문 03면

“시, 부단체장 임명 거부” 기장군, 인사권 반환 요청

부산일보 10면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 반환 최후통첩

국제신문 07면

‘원조 친노’ 사하을서 결투 예고… 이상호, 조경태에 포문

국제신문 04면

부산시 지반 탐사 장비로는 ‘싱크홀 무방비’

부산일보 01면

“도로 이상 보여 신고… 큰 사고 막아 천만다행”

부산일보 03면

감쪽같이 사라진 흙 50t 어디로 … 번영로 싱크홀 미스터리

국제신문 02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방 앞 통행 방향 1년 만에 원상 복귀

부산일보 03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부산시 문자 발송기준 ‘논란’

부산일보 03면

부산교육청, 北 원산과 교류 추진

부산일보 06면

부산교육청, 통일교육지원단 운영

국제신문 07면

부산시 “수질 감시, 더 꼼꼼히…”

부산일보 09면

부산교육청, 미세먼지 측정기 딜레마

부산일보 09면

부산시 ‘리버 2030’ 대대적 수정·보완

부산일보 10면

워라밸 역행 부산관광공사, 출산휴가 여직원 승진 제외

국제신문 02면

전문가 3명 시의회 해양교통위… 吳의 해양수도 견제·지원

국제신문 05면

도시철도 1호선 신형전동차 출격완료

국제신문 06면

부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

국제신문 06면

부산 첫 SFTS 사망자 반려견서 감염

국제신문 08면

부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작년 동기 대비 10% 줄어

국제신문 08면

중기, 인턴 뽑아 정규직 채용 땐 市, 인턴 3개월 임금 80% 지원

부산일보 08면

정규직전환 전제 인턴채용 땐 3개월 임금 80% 지원

국제신문 13면

부산지역 수출입 기업 1년간 1177곳 줄었다

부산일보 16면

부산기업 이젠 ‘수출 신대륙’ 인도다

국제신문 01면

‘탈 계파 시대’ 색 없는 PK 정치인 뜬다

부산일보 04면

민주 ‘여당 책임감’ 체감 한국 ‘야성 살리기’ 과제

부산일보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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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강서구
남구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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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210

보도내용

출처

한국당 부산 의원들 머리 맞대고 “시당 개혁”

부산일보 05면

PK 민주당 ‘친문’ 색채 더 짙어졌다

부산일보 05면

민주당 지역위원장 인선 번복 논란

국제신문 06면

오거돈 시장 국비 확보 첫 대외행보

국제신문 08면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장에 노기태

국제신문 08면

세계청소년야구 내년 기장서 열린다

부산일보 01면

중국의 첼로 선율 부산서 듣는다

부산일보 29면

부산문화회관 셔틀버스 기증

부산일보 34면

“세계적 마술쇼, 부산시 체계적 지원 필요”

부산일보 34면

20일부터 부산해수욕장서 별관측 버스킹

국제신문 19면

“배산성지서 출토된 목간, 부산 고대사 복원 ‘국보급’ 유물”

국제신문 20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란한 쇼… 마술엔 국경이 없구나

국제신문 20면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악 한잔 할까요

국제신문 20면

작다고 얕볼쏘냐!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알짜배기 영화축제

국제신문 22면

부산에만 30여개… 내 취향저격 영화제는 어디

국제신문 22면

상임위 없는 강서구의회 엇갈린 평가

부산일보 10면

가덕도에 부산 첫 풍력단지

국제신문 01면

우암 ODCY·7부두, 북항 통합개발? 클러스터 포함?

부산일보 20면

동삼지구 내 KIOST 개청 신청사 글로벌 비전 선포

부산일보 20면

예부선협회 “봉래동 물양장 대체 계류장 건설해야”

국제신문 18면

부산시 조직 개편안 놓고 시의회 ‘여야 1라운드’ 예고

부산일보 05면

번영로 싱크홀 제보자에 ‘모범시민상’

부산일보 09면

“산성터널 공사로 곳곳 균열” 주민-시공사 갈등

부산일보 10면

公기관 인사 스톱 뒷전 된 시민안전

국제신문 01면

찜통 부산… 낮에도 밤에도 물가를 못 떠나는 사람들

국제신문 01면

단속카메라 대신 ‘감속’ 표지판만… 운전자 무시하고 쌩쌩

국제신문 08면

HUG, 부산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국제신문 16면

부산 중견 건설업체 부도

부산일보 01면

부산~헬싱키 노선 결렬 이유

부산일보 03면

백운규 산업, 부산항 수출현장 점검

부산일보 17면

부산 아파트 지난해 고점 찍고 내림세

부산일보 18면

서울 강남발 SRT 뚫리고 부산 200만 명 더 찾았다

국제신문 01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가덕 신공항
남구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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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부산경남 자영업자 다른 시·도 배 넘어 … 후폭풍 더 클듯

국제신문 03면

원도심 여행 붐에도 … 깔끔한 숙박시설 없어 당일치기 일쑤

국제신문 05면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수행 부산지역 2개 팀 18일 선발

국제신문 14면

‘작년 청약경쟁률 1위’ 부산, 맥 못추는 이유는

국제신문 16면

KIOST 내홍 딛고 ‘세계 5대 허브’ 집중

국제신문 18면

PK 출신 비례대표 의원 제윤경·송희경, 총선 향해 뛴다

부산일보 05면

‘아름다운 정치인’ 못다 핀 꿈 서용교 전 국회의원 별세

부산일보 05면

투병 서용교 전 의원 별세

국제신문 05면

부산-여수 여고생들 ‘어울림 한마당’

부산일보 10면

프렌치 코미디·이탈리아 여행… 명작 영화 즐기며 더위 날려요

부산일보 24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사전 열기, 장난 아닙니다

부산일보 24면

영남권 젊은 작가들의 도발적 매력

부산일보 25면

‘탈핵 시대’를 기다리며

부산일보 25면

충재 씨 ‘원아페’ 포스터도 만들었어요?

부산일보 25면

발레컬(발레+뮤지컬)로 만나는 ‘운수 좋은 날’

부산일보 25면

‘부산 연극 1세대’ 허영길 별세

부산일보 29면

부산 1세대 연극인 허영길 연출가 별세

국제신문 27면

갈맷길 그린워킹, 백양산 달빛걷기

국제신문 09면

광안리·사적공원·빵천동… 먹고 보고 느끼는 ‘맛캉스 1번지’

국제신문 01면

이기대·가덕도·절영해안길… 가장 사랑받은 ‘바다 품은 길’

국제신문 20면

오거돈 ‘가덕 신공항 발언’ 더 후퇴

부산일보 01면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수순?

부산일보 03면

“김해공항 확장 용역 연기, 지역 요구사항 수렴 때문”

국제신문 02면

감만1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부산일보 17면

영도 봉래동물양장 갈등, 대체 계류장 해법 나왔다

부산일보 19면

부산시의회, 市 조직 개편안 ‘수정보완’ 조건 달고 “원안 통과”

부산일보 05면

건강 증진 ‘싱크탱크’ 부산시민건강재단 만든다

부산일보 08면

부산 신항 일대 ‘공포의 도로’… 대형 트레일러 충돌 3명 사상

부산일보 09면

부산신항서 트레일러 충돌… 2명 사망

국제신문 08면

시교육청 ‘공문 없는 달’… 더 늘어난 공문 발송

부산일보 10면

싱크홀 비상 부산, 도로탐사 10년 걸린다

부산일보 12면

땅이 갑자기 폭삭… 난개발의 역습 ‘싱크홀’

국제신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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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북구
서구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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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212

보도내용

출처

한병도 靑정무수석, 오거돈 만난다

국제신문 02면

‘부산대 20억 연구비 유용’ 연루 교수는 신용불량자

국제신문 06면

부산시, 공기업 인사 임원 빼고 허용

국제신문 08면

부산 대형선망 어업 무너진다

부산일보 01면

“동남권, 북미·유럽 항공 수요 이미 충분”

부산일보 01면

에코델타시티, 스마트 물 특화 도시로

부산일보 02면

에코델타, 신기술의 친수 도시로

국제신문 01면

부산 혁신성장 이끌 ‘히든챔피언’ 13곳 추가 선정

부산일보 17면

‘부산형 히든챔피언’ 13개사 새로 탄생

국제신문 11면

부산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보조금을”

부산일보 17면

부산 공공기관 업무비 결제 수수료율 낮은 체크카드로

국제신문 02면

전 부산시장 측근 운영회사, 신항배후지 매각 수백 억 차익

국제신문 06면

산단 입주업종 확대 등 7개안 지역 상공계, 부산시에 건의

국제신문 11면

세상 바뀌니 부산 민주 지역위원장 공모 온갖 잡음

부산일보 04면

“면접도 이의신청도 없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임 반발

국제신문 05면

부산 한국당 의원 상임위 구설

부산일보 04면

김해영 의원 “중앙 정치서 PK 목소리 대변할 것”

부산일보 05면

김해영 민주당 전대 최고위원 출사표

국제신문 04면

PK 새내기 3인방, 국회 정착 ‘구슬땀’

부산일보 05면

부산 민주당 비선 논란 속 주류·비주류 주도권 다툼

국제신문 05면

서부산 문화수요·기획력 힘입어 … 관람객 13만 ‘돌풍’

국제신문 02면

부산시, 내달 6·25 역사기행 피란열차 운행한다

국제신문 07면

‘발레컬’로 다시 만나는 ‘운수 좋은 날’ 김첨지

국제신문 19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탈핵국가’가 될 수 있나

국제신문 19면

“댄서 개인의 삶·생각 녹아든 춤이 좋은 무대 만들어”

국제신문 24면

‘복날’ 구포가축시장 한산, 업종전환 ‘봄날’ 올까

부산일보 10면

북구 동물보호팀 신설… 개시장 폐쇄 시동

국제신문 07면

송도용궁구름다리, 내년 7월에 만나요

부산일보 02면

끊어진 영도 절영로 언제 달리나

부산일보 10면

부산항 신항 ‘땅’이 내려앉는다

부산일보 01면

‘사방이 우리 편’ 김석준 부산교육감, 추진력↑ 견제·비판↓

부산일보 03면

‘열일’ 새내기 부산시의회, 시정 변화 ‘기대감 업’

부산일보 03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기장군

보도내용

출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부산시·의회 잇단 방문

부산일보 09면

오거돈 “인권·안전·약자 위주 예산 편성”

부산일보 09면

“부산시정 최우선은 인권·안전·약자배려”

국제신문 01면

오거돈 공약 ‘가덕 신공항 재추진’ 42% 적절·36% 부적절

부산일보 11면

구·군,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 대폭 손질

부산일보 11면

색 달라진 부산 정치 지형, 교육정책 추진 청신호

부산일보 26면

‘수포자’ 이제 그만 시·교육청 본격 협의

부산일보 26면

폭염대응 나선 부산시, 그늘막·무더위쉼터 대폭 늘린다

국제신문 02면

부산시민 60% “오거돈 시정 기대”

국제신문 03면

‘페라리 포르토피노’ 부산서 첫 팝업

부산일보 16면

페라리 포르토피노 부산에서 처음공개

국제신문 13면

‘주택 거래 절벽’ 부울경이 전국 최고

부산일보 17면

부산~블라디보스토크 에어부산 내달 신규 취항

부산일보 17면

PK 기업유치 투자 정부·지자체 ‘뒷짐’

국제신문 01면

부산 히든챔피언 13개사에 인증서 전달

국제신문 12면

부산에 VR·AR 제작지원센터 조성

국제신문 12면

시민과 스킨십 강화… ‘르노삼성=부산 기업’ 굳힌다

국제신문 13면

부산 세계수산대학 개교 ‘빨간불’

국제신문 16면

부산신항 2부두 터미널 서쪽 입구 확장

국제신문 16면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 ‘갈등 심화’

부산일보 05면

지역형… 중앙형… ‘PK 총선 공략’ 딜레마

부산일보 05면

법사위 7명 중 4명이 ‘한국당 PK’

부산일보 05면

정부 개혁입법·오거돈 시정, PK한국당과 협치에 달려

국제신문 04면

與 지역위원장 인선 끊이지 않는 잡음

국제신문 04면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 시민 행복의 시작”

국제신문 24면

신나는 춤 한마당, 한여름 밤 무더위 날린다

부산일보 24면

여성문학축전·시화전 등 부산 여성시인 행사 다채

부산일보 24면

‘세계마술챔피언십’ 성황리에 막 내려

부산일보 24면

어린이대공원 편백숲길·갈맷길 8코스·금강공원 등 매력적

국제신문 17면

‘뒷돈’ 챙긴 축제위원장님

부산일보 12면

기장 축제위원장 기획사 뒷돈받아 유흥비로 펑펑

국제신문 06면

“일광신도시 하수 처리, 여기선 안 돼!”

부산일보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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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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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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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노동절에 파손된 소녀상 만든 작가가 직접 수리 비용은 동구청이
국제신문 07면
부담
서면서 일회용컵 가져오면 화장지준다

국제신문 07면

100년 전 영도의 골목길 지도 보며 시간여행 가요

부산일보 11면

해운대 대형병원 직원 143명 식중독 증세

국제신문 06면

5번 반려 센텀2초등 신설, 이번엔 성공할까

국제신문 07면

‘1m’ 땅 꺼진 부산항 신항 ‘부실 매립’ 의혹

부산일보 01면

‘광안대교 끼어들기’ 드론으로 벌금 날립니다

부산일보 02면

관광객 ‘발길’은 못 잡고, 관광산업 ‘발목’만 잡는 부산시

부산일보 03면

외국인 여행자들 피서지로 ‘부산’이 뜬다

부산일보 03면

‘싱크홀 공포’ 불안한 부산 지난해만 지반 침하 30건

부산일보 10면

4개월 넘게 장례식장 문 닫은 부산대병원

부산일보 10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부산가정법원 전국 첫 개최

부산일보 10면

부산시민공원 주변 신축아파트 층수 제한될까

국제신문 06면

부산 공공기관 일제히 직원 승진·전보인사 착수

국제신문 07면

복지부, 부산시 공공병원 확대 제동

국제신문 07면

부산시, 13개 도시재생뉴딜사업안 국토부 제출

국제신문 11면

“수영강 제방 따라 퇴적토 유실 진행 전수조사해야”

국제신문 25면

부산 돼지국밥 ‘목촌’ 중국 간다

부산일보 16면

창립 129돌 맞은 부산상의 경영난 기업에 따뜻한 위로 편지

부산일보 16면

‘공유경제 육성’ 발 벗고 나선 부산시

부산일보 16면

부산~팔라완 직항 뜬다…26일부터 주 4회 운항

부산일보 25면

부산~싱가포르 직항 추진 김해공항 최장노선 열리나

국제신문 01면

부산상의, 남북경협서 불황 탈출 활로 찾는다

국제신문 11면

부산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도 상승

국제신문 11면

PK 의원 상임위 배정, 민주 ‘의욕 충만’ 한국 ‘불만 고조’

부산일보 04면

김도읍 의원, 전방위 ‘부산 현안 챙기기’ 눈길

부산일보 04면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 갈등에 민심 등 돌리나

부산일보 05면

‘더불어’도 ‘민주’도 없어… 민주당 정체성 어디로 갔나

국제신문 05면

“낙하산 철회하라” 지역위원장 탈락자 잇단 반발

국제신문 05면

예상 밖 ‘어린이 관람객’ 물결 부산현대미술관 ‘행복한 고민’

부산일보 08면

부산비엔날레 서포터즈 모집

부산일보 22면

“도심 속 미술관서 더위 식히세요”

부산일보 22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가덕 신공항
동래구
해운대구

7/2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야외서 돗자리 펴고 즐기는 ‘한여름밤의 콘서트’

부산일보 22면

가덕신공항, 민홍철·김정호 “찬성” 전재수·김도읍 “글쎄…”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장·靑 정무수석 상견례 “김해공항 중·장거리 직항 개설
부산일보 12면
청신호”
“동래역에서 아이 해치겠다”

부산일보 09면

해운대백병원, 140여 명 식중독 ‘쉬쉬’

부산일보 09면

“수영강 제방 따라 퇴적토 유실 진행 전수조사해야”

부산일보 01면

“부산 먹는물 대안 최적은 남강물과 인공습지”

부산일보 06면

부산 학교 용역 근로자, 9월부터 직접고용 전환

부산일보 12면

부산교육청, 초등생 돌봄 ‘자람터’ 운영

부산일보 12면

“연구개발과 해체” 부산시의 역주행

국제신문 01면

부산권역 응급의료센터망이 흔들린다

국제신문 01면

부산~싱가포르 직항편 개설 타진

부산일보 10면

국토부-부산 창조센터 물류 새싹기업 육성 협약

부산일보 15면

부산 스타트업 대표들이 바캉스 안 가는 이유

부산일보 16면

협력사업 맞손 잡은 부산 금융 공기업들

부산일보 16면

부산 혁신도시에 담길 아이디어 모은다

부산일보 16면

오세요, 당신이 꿈꾸던 ‘가상의 세계’로

부산일보 18면

괴정5구역 재개발 입찰, 건설사 막판 눈치작전 치열

국제신문 02면

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 원점 재검토

국제신문 02면

정부, 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 통합 구축

국제신문 05면

도시공사·전 부산시장 측근, 매매계약 변경과정 의문투성이

국제신문 06면

문현금융단지 세제혜택에도 신설기업 유치 ‘0

국제신문 12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부산지사 개소

국제신문 12면

北 석탄 운반 선박 부산항 수차례 입항

부산일보 01면

문재인·민주당 지지도, PK지역 급격한 하락세

부산일보 02면

‘지역위원장 갈등’ 부산 민주당 엇갈린 시선

부산일보 05면

“부산 숙원사업 국비 확보에 최선 다하겠다”

국제신문 04면

바다 보고 싶은 국민 절반 ‘부산행’

부산일보 02면

시인으로 또 다른 삶 사는 이들의 오랜 결실들

부산일보 23면

‘강산 제일의 춤꾼’ 김수악을 추억하다

부산일보 23면

부산 발레의 과거·현재·미래 한 무대서 만난다

국제신문 18면

“초량왜관 관광자원화하려면 역사관·특화 장소 만들어야”

국제신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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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기장군

출처

상충된 법률 때문에 시·기장군 갈등 야기

국제신문 08면

지난해 수영세무서 세수 전국 2위

부산일보 15면

‘공원’ 아닌 민락수변공원… 쓰레기투기 과태료 못 물려

국제신문 06면

‘수준 높은 공공의료’ 꿈이 아니다

부산일보 01면

해수부 “평균 20~30㎝ 최대 70㎝ 침하”

부산일보 02면

“부산항 신항 침하 원인 ‘부실매립’… 대규모 싱크홀 우려도”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고위직 가닥, 행정부시장 정현민

부산일보 05면

재개발 힘든 부산 구도심 ‘소규모 주택정비’ 시선 집중

부산일보 18면

수돗물 유해물질, 강변여과로도 못 거른다

국제신문 01면

40~60년 정수장 현대화 5조 원 필요… 국고지원 목마르다

국제신문 03면

수돗물 검사·감시 수질연구소 ‘수도연구원’으로 격상시켜야

국제신문 03면

“아동청소년 10%가 난독증… 전문가 치료 시스템 절실”

국제신문 23면

“25년째 공사 중 롯데타운타워 부산시, 특혜시비 고리 끊어야”

부산일보 08면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등 대한항공, 러시아 노선 개설

부산일보 10면

부산 관광 안내 체계 더 쉽고 똑똑해진다

부산일보 17면

오거돈 시장, 위기의 가구업계 구하기 나설까

부산일보 17면

지역 15개 기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 대회

국제신문 13면

미·중 환적 화물만 45%인데 … 무역전쟁에 부산항 타격 우려

국제신문 16면

신항 지반침하에 BPA·입주사 ‘네 탓’ 공방

국제신문 16면

민주 뜨고 한국 지고… 부산 정치권, 중앙 위상도 격세지감

부산일보 08면

이호철 출마 여부, PK 총선 ‘태풍의 눈’ 부상

부산일보 08면

김해영 최고위원 만들기 영남권 민주당 의기투합

국제신문 04면

‘피란수도에서 평화수도로’ 부산 버스 투어로 만난다

부산일보 01면

다랭이마을 등 남해안 ‘핫플’ 20곳 뽑아

부산일보 02면

조선시대 역사문화강좌, 24~27일 부산박물관

부산일보 22면

부산문화재단 본부장 공모

부산일보 22면

“조용필 노래와 함께 여행 떠나요”

부산일보 22면

재즈팝부터 하드록까지… 폭염 날릴 부산록페 핫라인업

국제신문 18면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1군 건설사들 ‘군침’

국제신문 12면

동래구

금강공원 새 케이블카 확정 “사업성 부풀리기” 지적

부산일보 10면

‘서면 1번가’ 차량 속도제한 시속 50㎞ → 30㎞

부산일보 04면

가전·난방 제어부터 쇼핑·교육까지… 북구에 첫 AI 아파트

국제신문 14면

수영구

7/2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진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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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영도구

7/2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도시재생뉴딜사업 구포 ‘뉴타운’ 기대

국제신문 14면

영도 절영로 복구…다음달 23일 개통

부산일보 10면

부산·광주·전남, ‘부산~목포 KTX’ 공동 추진

부산일보 01면

더위에 쓰러지는 노인들… 예년보다 3배

부산일보 09면

부산시, 라돈 저감용 비닐 무료 제공

부산일보 10면

“부산대 관사, 주민에 열린 기숙사로 변신”

부산일보 10면

부산 온열환자 50대 가장 많다

국제신문 01면

公기관장 5명 재신임 없다 사표수리 방침… 공모 착수

국제신문 02면

“시 출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국제신문 05면

부산 싱크홀 여름철 바다·강변 집중발생

국제신문 06면

낙동강 아닌 다른수계서 원수 확보해야

국제신문 07면

“민관정 협의체 구성… 깨끗·안전한 물 확보”

국제신문 07면

부산지역 고교생 국내외 탐방 잇따라

국제신문 14면

금한령 3년, 중국 크루즈선 오·폐수 처리장 된 부산항

부산일보 08면

‘美 이어 EU까지…’ 부산 철강업계 “대책 마련해 달라”

부산일보 17면

“부산시가 수출 강소기업 해외법인 지원 나서야”

부산일보 17면

“스마트시티법 통과시켜 에코델타를 미래도시로 조성”

국제신문 04면

부산 특급호텔도 임금체불

국제신문 06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7% 늘어

부산 문화

김해 신공항
기장군

출처

국제신문 07A면

자갈치시장·송도·태종대 바다 위 유람선 타고 즐겨요

부산일보 02면

“초량왜관 역사관 만들자”

부산일보 08면

파릇파릇 ‘서부산 명물’ 5주 만에 ‘시들시들’

부산일보 09면

한국전쟁 아픔·역사 깃든 부산 피란열차 타고 함께 여행해요

부산일보 10면

여름방학 꾸러기 천막교실 부산시 임시수도기념관

부산일보 20면

DMZ국제다큐영화제 역대 화제작 ‘한자리에’

부산일보 20면

무용계 ‘큰 숲’ 되어 찾아온 새싹들

부산일보 20면

독서문화 요람 될 ‘산지니X공간’

부산일보 20면

부산 문단 거목 5인 기리며 부산대 도서관 작품 전시회

국제신문 17면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가왕 조용필’의 명곡

국제신문 18면

“자연과 교감 돋보이는 가야토기 전 세계 알리겠다”

국제신문 25면

국토부 장관 “김해신공항은 ‘거점공항’”

부산일보 02면

부군수 임명권 반환 요구 오규석 기장군수 1인 시위

부산일보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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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보도내용
“부군수 임명권 반환하라”

국제신문 06면

기장읍성 남문 옹성·해자 발굴… 국가사적 지정 추진

국제신문 06면

신항 지반 침하 부지, 5년 전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지였다

부산일보 04면

시민공론화 거쳐 결정… 폐기해도 기부금 처리·매몰비 숙제

국제신문 03면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소송’ 대법 승소

부산일보 05면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빚 한시름 덜다

국제신문 01면

시민 체감 의제 발굴 합격점, 형식적 질문 구태 여전

부산일보 06면

“하굿둑 개방 후 하구 복원 특별법 필요”

부산일보 10면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에 ‘안전벨’ 도입

부산일보 10면

원생 못 내린 통학차량 삐삐~ 경고장치 의무화

국제신문 01면

대책 없는 부산 ‘보도 위 교통사고’

부산일보 10면

임금 체불·수당 미지급 등 부울경 호텔 25곳 무더기 적발

부산일보 10면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방안 논의 중단하라”

부산일보 12면

“부산혁신도시 3곳 융합·북항재개발 연계해야”

부산일보 16면

“부산혁신도시, 지역성장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

국제신문 12면

여름방학 첫 번째 숙제 ‘생각의 폭 넓히기’

부산일보 22면

10년 공든 오페라하우스 전면 재검토

국제신문 01면

부산 열대야 일주일… 市 긴급 재난대응체제로

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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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신문 01A면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출범 위원장에 민주당 정종민

국제신문 05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적극 검토”

국제신문 05면

공공요금↑기온↑ … 열 오르는 부산 물가

부산일보 01면

대형 건설사, 부산 업체 하도급률 크게 증가

부산일보 05면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방안 논의 중단하라”

부산일보 15면

러시아·몽골인 대상 ‘원격진료’ 시동

부산일보 16면

부산 수산가공품 ‘불황’ 속 어묵류만 ‘호황’

부산일보 18면

부산·울산 등 4개 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에 현물 출자

부산일보 18면

부산 금융·복지 원스톱지원 상담 작년 한 해 1000건

국제신문 12면

혼다 10세대 어코드 부산 첫 시승행사

국제신문 12면

부산 벤처 3개사,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선정

국제신문 12면

북항 크루즈도 뜬다 급물살 탄 연안관광

국제신문 17면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 선출 물밑 신경전

국제신문 17면

“위기의 부산 대형선망 정부·市 대책 마련하라”

국제신문 17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김해 신공항
부산진구

7/26

보도내용

출처

차기 시당위원장 놓고 여야 나란히 해묵은 내부갈등 노출

국제신문 04면

새 코스 부산바다마라톤, 또 가슴이 뛴다

부산일보 02면

열차 타고 와서 부산항 출국 땐 시티투어 지원

부산일보 16면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 논문 공모

부산일보 20면

베트남 호찌민서 부산 중소기업·청년예술 홍보전

국제신문 14면

커피 마시고, 연극 보고 … ‘수영장 카페’에 문 연 소극장

국제신문 19면

“음악분수 쇼 1곡당 수작업으로 2~3주 매달려요”

국제신문 25면

이륙 각도 수정에 활주로 위치 조정 국토부, 김해신공항 소음
부산일보 04면
최소화 검토
부전도서관 재개발 내달 본궤도 오르나

국제신문 08면

정년 수년 남은 부산시 고위직에 ‘사표 강요’ 시끌

부산일보 01면

공공병원이 사립병원보다 인기 있는 이유? 1~3차 의료기관 간
부산일보 03면
긴밀한 연계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시교육청 “정시확대 방향 대입 제도 개편 반대”

부산일보 09면

오거돈 시장 “오페라하우스 시민 의견 물을 것”

국제신문 01면

“북항에 오페라하우스·야구장 건립 결정된 것 없다”

국제신문 08면

“부산 온열질환 사망자 2명 아니라 최대 30명 달해”

국제신문 06면

효원굿플러스 사태 연내 일단락되나

국제신문 08면

전체 수출 6.5% 늘어날 때 부산은 3.7% 증가에 그쳐

부산일보 16면

베트남에 ‘부산 신발 한류’ 전파하다

부산일보 16면

부산 오피스·상가 투자수익률 상승

부산일보 16면

부산 편의점 8년 새 倍로… 실질수익 반토막

국제신문 01면

부산어묵 수출효자 ‘제2의 김’으로 키워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연내 스마트공장 23개 추가 구축

국제신문 11면

3년째 맥 못 춘 부산 수출

국제신문 12면

‘PK 몫’ 중앙위원 71명 달해… 부울경 표심 향배에 촉각

부산일보 08면

‘부산시당위원장’ 민주 전재수, 한국 김세연·윤상직 2파전

부산일보 08면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에 전재수 합의추대

국제신문 05면

한국당 지도부 ‘PK 패싱’ 지역 정치권 분통

부산일보 08면

주말 부산에 ‘웃음 폭탄’ 팡팡 터집니다

부산일보 22면

한국 전통춤 명인들 한자리서 얼쑤~

부산일보 23면

부산시티투어 버스, 휴무 없이 달려요

국제신문 11면

티켓 한 장 들고 떠나볼까 영화의 바다로!

국제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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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문화계 성폭력 대응센터 운영

국제신문 21면

“생곡재활용센터, 시민들 나서 공공성 강화해야”

부산일보 10면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산단 ‘부산형 뉴스테이’ 추가 지정

부산일보 16면

지사산단 옆 뉴스테이 선다

국제신문 01면

금정구

금정구 선두구동서 내일 ‘연꽃 달빛 음악회’

국제신문 08면

기장군

환경부·부산시·기장군민 ‘해수담수협의체’ 구성

국제신문 06면

의장단 선출 못한채 부산 남구의회 3주 허송세월

국제신문 07면

부산 낮엔 금정구, 밤엔 남구 제일 덥다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간부 공무원 128명 승진 전보 인사

부산일보 02면

부산엔 시장만 있고 정무라인은 없다?

부산일보 05면

오거돈 “인사 관련 마지막엔 직접 챙긴다”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의회, 권위주의·낡은 관행 척결 본격화

부산일보 08면

日 홋카이도 해상 부산선적 원양어선 2척 충돌, 3명 실종

부산일보 09면

일본 바다서 부산 원양어선끼리 충돌

국제신문 06면

정부혁신평가 지방 유일 부산환경공단 국무총리상

부산일보 10면

부산 미세먼지 배출원 정밀 조사 착수

부산일보 10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부산시의회도 힘 싣는다

부산일보 10면

재난급 폭염·열대야 대응, 부산시 고작 ‘시민공원 24시 개방’

국제신문 03면

부울경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사상 최대

국제신문 07면

효원굿플러스 ‘해지시 지급금’ 새 쟁점 부상

국제신문 07면

부산시 5실 4본부 9국 체제로

국제신문 08면

대만 크루즈 관광객 2200여 명, 내달 부산 북항 온다

부산일보 12면

국제산업물류도시 산업시설용지 분양

부산일보 16면

부산-다롄, 도시 간 상호 투자 길 열어

부산일보 16면

부산 주력 산업 부진에 창업 동력 ‘휘청’

부산일보 16면

‘부산 VR 페스티벌’ 막 올랐다

부산일보 16면

뿌리산업 불황… 부산 창업동력 뚝뚝 떨어진다

국제신문 13면

부산신항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국제신문 13면

동원개발 시공능력 부산 1위·전국 39위

국제신문 13면

부산 건설업자 뇌물재판 ‘양승태 대법원’ 개입 정황

국제신문 06면

“야행성 동물 다 모여라~” 삼정더파크 동물원 야간 개장

부산일보 18면

“아빠, 여름휴가는 렛츠런 워터파크 가요~”

부산일보 19면

강서구

남구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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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여름 Rock’n’roll! 네 안의 열정 흔들어라

부산일보 23면

10만~100만 원대 좋은 작품 좋은 값에

부산일보 23면

톡톡 튀는 단편영화로 무더위 잠시 잊어 볼까

부산일보 23면

부산 청년연극 서바이벌 ‘내일의 걸작’ 우승팀은

국제신문 18면

DMZ국제다큐영화제 역대 화제작 부산에 모였다

국제신문 18면

부산서 장애인 해양래프팅대회 열린다

국제신문 20면

부울경 신공항TF ‘김해 불가’ 가닥

국제신문 01면

남구

한 달째 ‘개점 휴업’ 남구의회, 세비는 받아

부산일보 09면

동구

경비원 전보 ‘막말’ 구의원, 민주당·동구의회 징계 착수

부산일보 09면

부산진구

서면, ‘홍대 뛰어넘는 청년문화 메카’로

부산일보 01면

해운대구

한진CY 부지 ‘사전협상 통한 용도 변경’ 결정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의회 ‘공기업 인사청문회’ 강력 추진

부산일보 01면

‘해수욕 하기엔 딱’… 주말 부산 7개 해수욕장 393만 명

부산일보 09면

부산시 산하 기관장 전원 교체 전망… 경영공백 우려

부산일보 10면

부산 12일째 열대야… 역대 지속일수 경신

국제신문 01면

기장·강서 개발로 부산 생태계 건전성 악화됐다

국제신문 03면

오 시장, 기관장 인사청문회 거부… 발끈한 시의회 견제구

국제신문 04면

개그맨들 부산서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국제신문 06면

부산시 공공·민간기관 방만경영 칼 댄다

국제신문 07면

부산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이전 공기업 밀착 행보

국제신문 12면

9월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라운지 운영

국제신문 06면

새 부산경제진흥원장 선임 설왕설래

국제신문 12면

“부산 車·ICT산업 지역 집중도 낮아”

국제신문 12면

“새단장한 자갈치시장에 놀러 오이소”

국제신문 16면

김해영 의원 ‘득표력’에 쏠린 시선

부산일보 05면

지역 발전 ‘부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성사 여부에 관심

부산일보 05면

“박효석 후보 자격 없다”… 부산교육감선거 후폭풍

부산일보 08면

부산 14년 만에 축구 ‘A매치’

부산일보 01면

부산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영화제

국제신문 08면

기장갯마을축제서 피서 즐기세요

국제신문 07면

원 구성 ‘지각’ 남구의회, 의장단 선출 등 마무리

부산일보 10면

부산 교통사고 최고 다발 지역은 ‘연산교차로’

부산일보 02면

김해 신공항

7/30

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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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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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부산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합의

부산일보 01면

공기업 인사청문회 부산시·시의회 TF 추진

국제신문 01면

오거돈 시장 취임 첫 세종청사 방문

부산일보 08면

부산~포항 동해선 올해 8591억 본격 추진

부산일보 08면

부산항 신항 ‘땅꺼짐’ 원인 조사

부산일보 09면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점자 ‘실종’ 배려도 ‘실종’

부산일보 09면

오거돈 시정도 ‘다이나믹 부산’

부산일보 12면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부산 ‘스폰서판사’ 출금

국제신문 06면

부산·경남, 낙동강 수질 개선 한목소리

국제신문 08면

서울 집값 6.8% 오르고 부산은 ‘거래 절벽’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남항 맞춤형 시설 투자 가능

부산일보 04면

상반기 부산 주택 인허가 30% ↓

부산일보 16면

레드스톤소프트, 부산 IT 스타트업 ‘성공신화’

부산일보 17면

한여름 무더위 잊게 할 ‘발레 삼매경’

부산일보 20면

수필가 박문하 이름 딴 ‘우하수필문학상’ 제정

국제신문 18면

몸짓으로 풀어낸 희로애락… 우리 전통가락으로 추임새

국제신문 19면

불우이웃도 돕고 7080 공연도 보고

국제신문 19면

올여름에도 ‘행복한 가격’으로 만나는 미술작품

국제신문 19면

“김해공항 확장해도 24시간 운영 못하고 소음만 키워”

국제신문 05면

시정 이모저모

시정 이모저모(8월)
일자

분야

출처

부끄러운 부산 구·군 ‘교육 예산’, 인천의 절반도 안 돼

부산일보 06면

‘무면허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이 엘시티 참사 불렀다

부산일보 08면

엘시티 추락참사 총 14명 입건

국제신문 06면

부산 공직사회 ‘여풍’ 거세지만 ‘유리천장’도 견고

부산일보 09면

너비 9m 이하 이면도로, 하루 2.5명 보행자 사망사고

부산일보 09면

부산시, 올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부산일보 10면

피서철 부산도시철도 증편 운행

부산일보 10면

‘부산오페라하우스의 나아갈 방향’ 특별 심포지엄

부산일보 20면

“기관장 청문회는 의지의 문제”… 부산시의회 도입 박차

국제신문 04면

오거돈 시장 첫 인사, 하고보니 ‘서울행’

국제신문 05면

부산 신발 ‘미래 동력’을 신어라

부산일보 01면

부울경 상장사 절반이 고용 줄였다

부산일보 01면

신입 직원 입사 포기케 한 캠코 팀장 입건

부산일보 09면

부산기업, 중국·아세안 진출 도와드려요

부산일보 17면

부산항 예선 대기소 감만부두·감천항·신항 지정

부산일보 18면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9월5일 벡스코서 개막

국제신문 14면

상반기 부산항 컨 물동량 1060만 TEU

국제신문 18면

50여 년 모은 선박 기자재 BPA에 기증

국제신문 18면

‘친노·친문’ 본류 부산 잡아야 민주당 당권 잡는다

부산일보 05면

총선 2년이나 남았는데… 해운대을 쟁탈전 뜨겁다

국제신문 05면

부산바다축제, 여름은 부산에서

부산일보 02면

“여름 즐겨요!” 부산바다축제 오늘 개막

국제신문 07면

해양박물관 누적 관람객 700만 명 돌파

국제신문 18면

김용걸과 함께… ‘발레 올스타’ 부산에 뜬다

국제신문 19면

강서구

악취 풍기던 생곡 ‘쓰레기 산’ 사라졌다

부산일보 10면

기장군

오늘 기장갯마을엔 ‘詩’원한 바람

국제신문 19면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 구성

국제신문 02면

송도의 밤, 추억과 낭만이 넘실대는 현인가요제

국제신문 19면

부산 기관장 청문회 실무협 구성

부산일보 08면

부산 19개 출자·출연기관장도 전원 물갈이

국제신문 02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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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시·시의회 곧바로 적용키로

국제신문 07면

부산 온열질환자 128명… 작년 3배 넘었다

국제신문 07면

부산 건축 인허가 면적, 상반기 작년보다 22% 줄어

부산일보 15면

도전하는 부산 청춘, 창업 ‘꿈’ 이뤄 드려요

부산일보 15면

동남권 기계산업, 바닥 찍고 반등

부산일보 16면

부산지역 기업 13%만 “4차 산업혁명 준비”

부산일보 16면

부산기업 4차 산업혁명에 무방비 업체 211곳중 12.9%만 대비
국제신문 03면
중
럭셔리카 부산행 ‘가속페달’

부산일보 17면

동남권 주력산업 부진 속 기계산업 ‘홀로 기지개’

국제신문 13면

부산 7월 소비자물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국제신문 13면

송영길 부산서 출정식… 민주 당권 경쟁 출발지 되다

부산일보 05면

“나는 新文”… 송영길 ‘친노·친문’ 본산 부산서 출정식

국제신문 05면

이호철·최인호계 미는 당권후보 달라… 전대후 입지 변화

국제신문 05면

보수텃밭 서·동구 벌써 총선분위기 한국당 신·구 세대
국제신문 05면
‘물밑경쟁’ 후끈

부산 문화

오페라
하우스
재검토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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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올해 부산비엔날레 공식 포스터 공개

부산일보 22면

흥겹다 ‘춤판’

부산일보 22면

뜨겁다 ‘축제’

부산일보 22면

화려한 부산항·시원한 바람… 산복도로서 즐기는 ‘밤마실’

국제신문 15면

“초량왜관은 한일교류 역사의 중요한 흔적”

국제신문 25면

오페라하우스, ‘숙의 민주주의’로 결정

부산일보 01면

부산 문화계 강력 반발 “오페라하우스 재검토는 부산시민
부산일보 03면
무시하는 처사”
‘첫 삽’ 떠놓고 왜 또 고민? 안 짓자니 아깝고, 짓자니 ‘골치’

부산일보 03면

“물놀이장도 복지”… 동구청 광장 개장에 큰 호응

국제신문 06면

“초등학생에 1.3㎞ 통학하라니” 명륜동 학교 배정 갈등 재점화 국제신문 06면
서면1번가 상인들 “중앙대로 BRT 해달라”

부산일보 01면

송도해수욕장 부대시설 입찰제도 개선

국제신문 06면

연산동 고분 훼손 1개월째 방치… 가야사 복원의지 있나

국제신문 06면

조개껍데기에 소주잔에… 나만의 해운대를 담다

국제신문 16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산 공기업들 ‘우수’ 성적

부산일보 10면

더파크 인수 부산시, 이번엔 체험숲 조성

부산일보 10면

부산 4곳 도시재생사업 이달부터 시동

부산일보 15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OK 1번가’ 시민 정책접수, 부산시 “현실화 어렵다” 답변

국제신문 02면

“부산시민공원 주변 층수제한 안돼”

국제신문 06면

통합 아이디로 부산 전 도서관 이용 … 웹서비스 구축

국제신문 07면

부산형 드론, 아프리카 하늘 난다

국제신문 07면

부울경 11곳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시행

국제신문 13면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출 ‘4파전’

부산일보 16면

APM(아시아프로젝트마켓), 공식 프로젝트 29편 확정

부산일보 23면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는데 ‘반사이익’ 없는 PK 한국당

부산일보 08면

‘정권 막후’ 이호철 장기 외유 떠난다

부산일보 08면

이색 등대에서의 ‘인생샷’, 부산이 찍어 드립니다

부산일보 18면

김해 신공항 국토부 장관 “김해신공항 협조해 달라”…PK 의원 “행정 부실”

부산일보 04면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진구
사하구

8/6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진구 마릿수 제한 조례

부산일보 09면

부산 최초 ‘들개와의 전쟁’

부산일보 09면

‘창작열 후끈’ 홍티예술촌 부산서 가장 뜨거워

국제신문 18면

부산항 신항 침하 조사 특별위 꾸린다

부산일보 01면

부산도시철 ‘찜통 승강장’ 역사 52% 냉방시설 없다

국제신문 01면

삼정 더파크, 사상 첫 한낮 동물 실내 대피 조치

국제신문 07면

고 양영진·장재완 열사 30여 년 만에 명예졸업

국제신문 06면

부산서 가장 긴 하늘길… 중장거리 확대 ‘물꼬’ 기대

부산일보 03면

김해공항 국제선 연간 이용객 1000만 명 돌파 전망

부산일보 03면

지역 화장품업계, 대학 손잡고 ‘K-뷰티’ 이끈다

국제신문 12면

‘계파 대립’ 해소 부산 민주당, 경제 챙기기·협치 드라이브

부산일보 06면

주말 부산 해수욕장 431만 ‘북적북적’

부산일보 10면

한여름밤 광안리 백사장 ‘로맨스 음악회’

국제신문 01면

“모든 운동 뿌리종목 망라… 시민 가까이서 즐기게 할 것”

국제신문 23면

오거돈 “검토 시간 부족” 예술인 “음향장비까지 논의 완료”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운명 내달 여론수렴
원점 재검토
시, 연간 수백억 운영비 감당 될까…공연장 역할도 ‘모호’
기장군
동구
사상구

부산일보 02면
국제신문 01면
국제신문 02면

“호텔 투숙객만 입장”… 기장 아난티코브 ‘주차 대란’

부산일보 09면

기장 수산물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요

국제신문 16면

부산 민주당, 경비원 전보 ‘막말 구의원’ 제명

부산일보 09면

부산 민주당,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 제명

국제신문 06면

사상 공장지대 유독가스 누출 ‘화들짝’

국제신문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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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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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마항쟁

보도내용
떨어진 철제구조물에 장산터널서 車 4대 파손

국제신문 06면

부산 BRT 존폐 ‘공론화’로 결정한다

부산일보 01면

‘백지화’ 외쳤지만 여론 바뀌자 부담 느낀 듯

부산일보 03면

부산시의회는 쉬어도, ‘출근 도장’ 찍기 바쁜 시의원들

부산일보 06면

민주화 운동 열사 2명 등 부산대, 명예 졸업장 수여

부산일보 10면

부산 버스안내기, 미세먼지 정보도 제공

부산일보 10면

부산항 신항 컨 부두 유독 화학물질 누출

부산일보 12면

부산신항 4부두서 유독물질 유출사고

국제신문 08면

부산관광공사, 김영란법 위반 간부 ‘면피성’ 면직 처리

국제신문 08면

교장 공모제 심사위원 명단 부산시교육청 공개 딜레마

국제신문 08면

부산관광공사, 전시컨벤션 협력호텔 일부 ‘부적합’ 논란

국제신문 11면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에 떨고 있는 부산 봉제업계

부산일보 17면

“큰물서 배운다” 실리콘밸리 간 부산 예비창업자들

부산일보 17면

부산 부자 해운대구> 남구> 부산진구

국제신문 02면

美 쇼핑몰 아마존 입점 부산업체 매출 ‘쑥쑥’

국제신문 11면

창업 4년 만에 200억 매출… ‘부산형 히든챔피언’ 선정도

국제신문 12면

김병준 비대위… PK 보수층의 평가는 ‘낙제점’

부산일보 05면

靑 6개 비서관 인선… PK 출신 3명 발탁

부산일보 06면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 등 靑 신임 비서관 6명 임명

국제신문 04면

63층 BIFC 오르기 대회 열린다

부산일보 16면

내달 개막 부산비엔날레 34개국 작가 65명 참가

부산일보 20면

부산시민공원 버스킹 참가자 모집

부산일보 20면

부산현대미술관 휴가철 야간 관람

부산일보 20면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 개관展 관람시간 연장

국제신문 18면

부산 검객들, 아시아 최강 한국펜싱 이끈다

국제신문 23면

부마항쟁 ‘유언비어 유포’ 70대… 부산지법, 39년 만에 면소
부산일보 10면
판결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가는 게 좋아”
동남권 신공
최인호 “신공항 정부안대로 가야… 이호철과 앙금 풀고파”
항
동남권관문공항 추진 김해시민대책위 발족
동구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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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일보 06면
국제신문 05면
국제신문 10면

부산 ‘과속 딱지’ 1위 동구 수정터널 출구

부산일보 09면

해운대구

‘제2센텀 산단’ 발목 잡은 GB 연내 풀릴 듯

국제신문 01면

부산 시정

“BRT 시민참여단 결론 그대로 수용”

부산일보 01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 공공기관 임원 46명 교체… 吳 시장 ‘인적쇄신’ 시동

부산일보 09면

부산도시公 경영평가 추락… 사장 인선 변수될까

국제신문 11면

부산시, 4분기 청년취업 연수생 170명 31일까지 모집

국제신문 14면

이케아 동부산점, 2020년 2월 오픈

부산일보 03면

나이키와 거래 시발점은 부산 업체 모조품 실력

부산일보 08면

부산·경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스타트업 ‘기술자숲’ 쑥쑥
부산일보 15면
크네
중서부태평양, 다랑어류 보존… 부산 회의 개최

부산일보 18면

부산서도 카카오페이 과태료 등 결제 서비스

국제신문 12면

무협 부산본부, 중기 수출 멘토링·관세상담 서비스

국제신문 14면

자격논란 박극제 전 구청장 “어시장 사장 후보로 인정”

국제신문 16면

문재인 정권 PK 총선 예비후보군, 1996년 신한국당 ‘닮은꼴’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부울경 패싱’… PK지지기반 흔들

국제신문 04면

2018 BOF, 8일 개막 공연 입장권 판매

부산일보 10면

부산비엔날레 34개국 65명 작가 참여

국제신문 18면

용호만매립지 마지막 부지도 난개발되나

부산일보 10면

사상구

사상구 ‘악취·미세먼지·폐수’ 통합관리한다

국제신문 06면

사하구

홍티아트센터, 타이완과 레지던시 교류

부산일보 20면

수영구

수영구 신입 중학생들 내년부터 무상교복 입는다

국젯긴문 07면

영도구

영도구·BPA ‘봉래동 물양장 정비’ 손잡았다

부산일보 18면

해운대 ‘노보텔’ 신세계가 인수? 호텔가 술렁

부산일보 01면

끊이지 않는 호텔 매각설… 위기라서? 기회라서?

부산일보 03면

스타벅스, 해운대에 대형 프리미엄 매장

부산일보 16면

하이패스 무단 통과 부산경남 상반기 107만 건

부산일보 15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남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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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BRT·오페라하우스 등 도입 잇따라 공론화 과정 시행착오
국제신문 03면
줄이기 숙제
부산발 통일교육 열기 뜨겁다

국제신문 08면

부산 스마트시티 총괄책임자 천재원 씨 하차

국제신문 11면

부산 센텀2지구 ‘ICT 허브 밸리’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부산 경총 회장 교체에 지역 경제계 ‘술렁’

부산일보 05면

부산 협신전자·마산 형제갈비 ‘백년가게’ 선정

부산일보 15면

부산 청약조정지 연내 해제 유력

국제신문 01면

“북항재개발지로 못 가” 부산세관측 이전 거부

국제신문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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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구

출처

“부산관광공사, 호텔업계 몰라도 너무 몰라”

국제신문 11면

토론회·시당대회… 민주 당대표 후보들, PK 집중공략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민생탐방까지 ‘PK 패싱’

부산일보 08면

“서부산서 록페스티벌 즐기고 잠은 동부산서”

부산일보 10면

“거점 상영관+공공 네트워크”… 부산독립예술영화관 청사진
국제신문 21면
그린다
민주 ‘막말 구의원’ 파장 계속에 고민

부산일보 08면

부산진구

부산진구, ‘행복e음’ 전담부서 만들고 권한 조정한다

국제신문 06면

사하구

“서부산의료원 위치 재검토를”… 신평 부지 부적합

부산일보 04면

송도해수욕장서 피서객에 소비자상담

국제신문 07면

연제구,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부산일보 10면

부산 푸드트럭 ‘함무보까’ 해운대서도 통했다

부산일보 02면

‘녹색 낙동강’ 식수 불안감 확산

부산일보 01면

환자가 매긴 종합병원 점수 부산 병원 대부분 ‘하위권’

부산일보 01면

광안대교 끼어들기 위반, 드론이 다 봅니다

부산일보 02면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첫 정책토론

부산일보 05면

LG메트로, 부산 첫 주차장 유료 개방 추진

부산일보 10면

“오페라하우스 재검토는 빈약한 문화의식 방증”

국제신문 02면

상반기 부산 소비자 피해상담 1위는 휴대전화

국제신문 07면

부산신보 13일부터 새 이사장 공모

국제신문 12면

오시리아관광단지 젊게 바뀐다

부산일보 01면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선출 ‘돌연 연기’에 수산업계 ‘냉랭’

부산일보 06면

공동어시장 대표 후보자 면접 1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

국제신문 02면

“부산 사람도 직항 타고 싱가포르 간다”

부산일보 10면

메이드 인 부산 게임, ‘제2 포코팡 신화’ 쓴다

부산일보 17면

부울경 상장사 시가총액 한 달 새 4조 가까이 ‘증발’

부산일보 17면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국제신문 02면

부산 하루 평균 234명 폐업… 94%가 개인업자

국제신문 12면

지역 신발중소기업,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하세요

국제신문 12면

늦깎이 국회의원 윤준호의 뒷심

부산일보 04면

최인호, 부산 민주당 30년 역사 기록 나선다

부산일보 05면

부산 출신 전대 도전자들 뜨거운 호남구애

국제신문 05면

‘풍덩~’ 부산 바다에 제대로 빠지는 5가지 방법

부산일보 19면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

8/1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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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사상구

8/1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부산 알리는 명장면, 1위는 ‘조선통신사 행렬’

부산일보 19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클래식… 청소년 음악회 잇따라

국제신문 18면

사상구, 온열질환자 발생 부산서 최다

국제신문 07면

부산 중부소방서 51년 만에 재건축

부산일보 02면

‘잡상인 다 어디 갔나?’ 부산 도시철도 적발 급감

부산일보 02면

부산·경남 폭풍해일주의보 안내문자에 문의 폭주 소동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신임 행정부시장에 정현민 임명

부산일보 10면

광복절 日총영사관 앞 집회·행진 시민단체, 신청에 경찰 금지
부산일보 10면
통고
부산신보 새 이사장 공모

부산일보 17면

‘찾아가는 보훈복지 서비스’ 11주년 기념식

부산일보 24면

“지방 미분양 심각, 정부가 대책 세워 달라”

부산일보 01면

PK 미분양 폭증… 하반기 더 문제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중기 제품, 홈쇼핑 채널고정 가즈아~

부산일보 17면

김해공항 귀빈실, 임산부·장애인 등에도 개방 추진

국제신문 02면

박윤소 회장 전격 사의표명 부산경총 새 수장 누가 되나

국제신문 11면

부산 3곳 첨단 해양산업 전진기지 구축

국제신문 13면

2022년까지 권역별 소비지물류센터 4곳 추가 조성

국제신문 13면

다랑어 보존위해 26개국 부산서 한자리

국제신문 13면

민주 당권 도전 3인 ‘PK 민심은 나의 것’

부산일보 04면

여야, 대조되는 부울경 조직 정비…민주 일사천리 VS 한국
부산일보 05면
지지부진
민주·한국 ‘PK 홀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지역 민심 ‘요동’

부산일보 05면

부산 7개 해수욕장 피서객 흐린 날씨 탓에 다소 주춤

부산일보 10면

“인간이라는 가능성을 사유하다” ‘2018 인디고 유스 북페어’
부산일보 22면
개최

부산 문화

‘1980년대 민중미술’ 강연 시네바움, 13일 영화의전당

부산일보 22면

부산서 울려 퍼질 광복 기념 ‘나라 사랑 대합창’

부산일보 22면

‘극강 폭염’도 막지 못한 ‘미술 사랑’

부산일보 22면

국내 정상급 ‘국제갤러리’ F1963 입점… 부산 화랑가 ‘긴장’

국제신문 18면

문화핫플레이스 맞아? F1963 여름성수기 기획전시 ‘0건’

국제신문 18면

부산·대구 해외 12개국 작가들, 순수미술을 논하다

국제신문 18면

한여름밤의 꿈 같은 영화… 올해도 열린 산복도로
국제신문 19면
옥상달빛극장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한 달에 한 번 인문학 특강

국제신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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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광안리에서 펼쳐지는 광대들의 한바탕 난장

국제신문 19면

기장군

기장 미분양 571% 증가…하반기에 67% 공급 ‘설상가상’

국제신문 03면

동구

아들 잃은 경비원에 막말 구의원, 자신은 의원직 잃었다

부산일보 09면

부산진구

8/1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사무실 근무 여직원에 “노래해 봐라” 권갑현 부산진구
부산일보 09면
부구청장 대기발령
“기초의회의 변신, 기대해도 좋습니다”

부산일보 08면

15일 부산 곳곳 광복절 경축 행사

부산일보 10면

소멸위험 읍면동 부산 3배 늘었다

국제신문 01면

“시·시의회와 부산판 협치모델 만들겠다”

국제신문 05면

북새통 김해공항 ‘땜질 처방’ 안 된다

부산일보 08면

부산 고용우수기업 큰솔병원 등 선정

부산일보 10면

제2쇄빙선, 예타 통과 못해 부산 극지연구 허브 조성 차질

국제신문 02면

부산경제진흥원이 센텀산단 관리… 업무효율성 ‘UP’

국제신문 13면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 회견 “민주당, 부산서 ‘대세’로
부산일보 05면
만들겠다”
‘성폭력 막자’ 부산 문화예술계 모인다

부산일보 06면

부산 첫 꽃 전문 전시회, 24일부터 벡스코서 열려

부산일보 17면

천재 화가들의 그림과 피아노 선율의 ‘앙상블’

부산일보 20면

문사적 그리기로 ‘이미지 과잉’ 세태 꾸짖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피서지된 부산현대미술관 개관전 방문객 28만392명
국제신문 18면
기록
부전도서관 개발 공공 사업 확정
부전도서관
부산 첫 공공도서관… 55년을 버틴 시민들의 ‘낡은 서재’
공공개발
부전도서관, 민간투자사업서 공공개발로 전격 전환

부산일보 03면
국제신문 04면

동래구

동래사적공원 민간개발사업 부산서 첫 소송 휘말려

국제신문 08면

영도구

영도 하리항 해양낚시타운 예산 확보 난항 4년째 ‘표류’

부산일보 06면

폭염이 바꾼 피서문화…밤이면 북적이는 해운대해수욕장

국제신문 02면

해운대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부산시민도서관, 21일까지
부산일보 19면
접수

8/15
부산 시정

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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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01면

방치된 ‘독조라떼’에 폭발한 민심

국제신문 01면

“이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16개 구·군도 내달부터 새마을기 내릴까

국제신문 02면

부산시의회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국제신문 04면

콩나물시루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그림의 떡’

부산일보 02면

한국 조선업, 7월 세계 선박 발주량 절반 수주

부산일보 13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진구
사상구
중구
해운대구

8/16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해양로봇 개발 책임지겠습니다”

부산일보 15면

유니테크노, 中 펀드 40억 원 투자 유치

부산일보 15면

부산디자인센터-로봇협회 업무협약

국제신문 11면

부산시, 좋은문화병원 등 15곳 고용우수기업 선정

국제신문 11면

BPA, 베트남·LA에도 해외거점 만든다

국제신문 15면

부산항만공사 중국 항만 관련 특강 실시

국제신문 15면

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선출로 활로 찾나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PK 당협 정비는 ‘빈집’ 메우기?

부산일보 05면

부울경 출신 여권 인사 ‘수난 시대’

부산일보 05면

정오규, 한국당·부산시당에 ‘쓴소리’

부산일보 05면

역사 잊은 부산… 독립투사 박재혁 기념사업 여전히 답보

국제신문 06면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서 청동기시대 고인돌 등 유적
국제신문 08면
발견
모래그림 그리고 동굴탐험… 민주공원이 미술놀이터로

국제신문 18면

‘쿠바 디바’ 다이메 아로세나 부산 온다

국제신문 18면

부전도서관 민간사업자, 행정 소송 예고

부산일보 06면

익명의 독지가 부산진구에 1억 쾌척

국제신문 06면

사상구 첫 IoT 적용 아파트 ‘경보센트리안’ 분양

국제신문 10면

용두산공원에 ‘2호 공영주차장’

부산일보 01면

중앙동 대로서 싱크홀 2시간 만에 긴급 복구

국제신문 08면

해운대 열기구 이용객 200명 그쳐

국제신문 07면

낙동강 부영양화 4대강 사업 이후 ‘최악’

부산일보 01면

오 시장 녹조재앙 ‘첫’ 현장방문

국제신문 07면

산성터널 내달 18일 개통… 화명동~장전동 5분 만에 주파

부산일보 03면

산성터널 내달 개통 북~금정 20분 단축

국제신문 01면

에코델타시티 총괄계획가에 황종성 연구위원

부산일보 16면

에코델타시티 새 총괄계획가에 황종성 씨

국제신문 11면

영남권 식수갈등 20년 만에 해법 나오나

국제신문 01A면

부산대 예술·체육 실기강의료 일방적 삭감에 강사들 ‘막막’

국제신문 06면

부산서만 10만 마리 폐사… 양식장 피해 ‘눈덩이’

부산일보 08면

부산 도금업체 동아플레이팅 ‘뿌리기술 전문기업’ 선정

부산일보 16면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사장 후보 사퇴

부산일보 16면

박극제 전 서구청장,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후보사퇴

국제신문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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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부산 코스닥 상장사 절반, 불황·외풍에 영업이익 반토막

국제신문 03면

글로벌 메이커 축제 부산서 열린다

국제신문 13면

PK,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마의 50%대’ 붕괴 위기

부산일보 05면

‘PK 후보’ 김해영, 당 지도부 진입 관심

부산일보 05면

부산 국회의원 입법 실적 보니… 초·재선 ‘활발’ 다선 의원
부산일보 05면
‘잠잠’
정의화 전 국회의장, 자유민주주의 가치 전도사 나섰다

국제신문 05면

‘복당파’ 김세연- ‘잔류파’ 윤상직 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국제신문 05면
2파전

부산 문화

사하구
서구

8/1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232

국제갤러리, 부산 F1963에 분점 개관

부산일보 02면

부산 ‘오시리아 빙상장’ 전면 백지화

부산일보 02면

부산국제영화제 ‘뉴 남포동’ 시대

부산일보 08면

온천2 재개발 현장 청동기 유적 등 발견

부산일보 10면

문화재 보존여부 미정인데 온천2구역 재개발 분양강행

국제신문 02면

CJ헬로 ‘7080 추억의 음악여행’

부산일보 22면

부산 춤꾼들의 ‘몸으로 쓰는 시’

부산일보 22면

한국 대표 지휘자 정치용 부산 온다

부산일보 22면

‘1인 미디어’ 콘텐츠 모았다 부산MBC 유튜브채널 오픈

국제신문 21면

폭염·미세먼지 동시에 잡는다 사하구 도심·공단 수림대 조성

국제신문 07면

사업성 확보한 ‘아미4 행복주택’… 내년 상반기 첫삽

국제신문 11면

부산시, 침례병원 인수 절차 착수

부산일보 01면

‘OK1번가’ 첫 민원 해결, 자성고가교 철거 ‘OK’

부산일보 02면

부산시장 직무수행 지지도 ‘바닥권’

부산일보 12면

민선 7기 첫 광역단체장 평가서 오거돈 13위

국제신문 02면

“부산오페라하우스 반드시 지어야 한다”

부산일보 23면

‘부산형 숙의민주주의 정착’ 공론화 매뉴얼 나왔

국제신문 06면

부산교통공사, 지진대비 계측기 설치

국제신문 08면

‘공공건설 원가 공개’ 부산서도 ‘첫발’

부산일보 09면

젊은층 취향저격… ‘부산 신발’ 명맥 잇는 청년기업가들

국제신문 02면

부산상공계 “지역기업 성장막는 규제 개혁 해달라”

국제신문 13면

“김해공항도 무비자 환승관광 허용을”

국제신문 14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PK 43.9%’

부산일보 06면

“지금이 기회” 부산 군소정당, 당세 확장 잰걸음

부산일보 06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해운대구

8/18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기장군
해운대구

8/20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청동기 유물 나온 ‘온천2구역’ 분양 중단하고 문화재 조사를”

부산일보 09면

막바지 무더위, 이색 축제로 떨쳐라

부산일보 10면

쇠제비갈매기야, 낙동강 도요등으로 와

부산일보 10면

‘부네치아’ 갈래? 부산 시내버스 타고 세계일주

부산일보 18면

동부산은 부파랑길, 서부산은 사하에코탐방

부산일보 18면

라이프러리 in 부산, 이번엔 영화와 함께

부산일보 23면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가정성당, 전국 첫 ‘혼인미사’ 특화
부산일보 22면
성당으로
교육투자 인색 부산진구 내년 교육경비 대폭 늘려

국제신문 06면

무너진 흰여울마을 도로, 50일만에 복구

국제신문 07면

자치경찰제 앞두고 해운대署 신축이전 ‘고민

국제신문 07면

오거돈 시장 만난 해리스 주한미대사

국제신문 02면 종합

분단의 아픔 대신 통일의 희망 품고 달린 피란열차

국제신문 05면 사회

마지막 피란열차 몰고 온 이득룡 기관사 흔적 찾았다

국제신문 05면 사회

“아시아드경기장 잔디상태 엉망” 부산 14년 만의 축구 A매치
국제신문 02면 종합
무산
부산을 대표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에 오거돈 시장
아시아투데이 지역
등 동시 가입
부산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간담회

아시아투데이 지역

‘피스로드 2018통일대장정’ 부산시청서 출정식

세계일보 종합

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디자인 아카데미 개설

국제신문 09면 경제

고작 5000명뿐 7월 취업 대참사

국제신문 01면 종합

불황지속·최저임금 인상에 취업자 증가 사실상 ‘0’

국제신문 09면 경제

여야 PK출신 지도부 몇명 입성할까

국제신문 04면 종합

오거돈·박인영·김석준, 年 100만원 이상 기부 ‘나눔리더’

문화일보 종합

3년만에 규제프리존법 처리된다

조선일보 08면 정치

여야,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오규석 기장군수 “내년에도 업무추진비 0원”

한국일보 25면 인물

해운대서 수영하던 30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져

국제신문 05면 사회

부산 ‘근시안 스포츠 행정’ 국제 망신

부산일보 01면 종합

직업훈련도 ‘스펙’ 우선에 서러운 실업자

부산일보 10면 사회

22일 ‘에너지의 날’ 에어컨 줄이고 전등 끕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법인택시 ‘오토바이, 유턴, 신호 단디!’… 공감 프로젝트도
국제신문 10면 기획
진행
오페라하우스 등 공론화 졸속 우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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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 시장·시의장·교육감 나란히 ‘나눔리더’ 가입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장·시의장·교육감 나눔리더 가입

서울경제 33B면 전국

태양광 발전 신기술 빛 본다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대병원, 선진의료기술 카자흐에 전수

파이낸셜26면 부산

부산시, 농수축산 가공식품 中 진출 지원

파이낸셜 26면 부산

낙동강 하류 洑 개방 압박… 농민 반발

문화일보 14면 전국

300병상 규모’ 서부산의료원’ 본격 추진

문화일보 14면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일색인데 웬 교섭단체?

내일신문 04면 행정

볼 꼬집기·강제로 밥 먹이기 어린이집 또 ‘아동 학대’ 의혹

부산일보 09면 사회

휴가철 관광객 울리는 ‘유령펜션’ 부산서 판친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지역 아파트 음식물쓰레 기자체 처리기 도입

국제신문 06면 사회

‘지역 제한’ 선박수리업 등록제, 업계 “현실 모르는 소리”

부산일보 19면 경제

질 좋은 부산 먹거리, 대륙 입맛 잡아라

부산일보 17면 경제

中 규제로 수출 길 막힌 지역 게임사들 ‘발 동동’

국제신문 13면 경제

국제여객터미널 비펙스, 부산 마이스산업 다크호스

국제신문 02면 종합

‘세계 최대 식품시장’ 중국진출 기회 잡으세요

국제신문 11면 경제

여전한 한진해운의 빈자리 부산항 국적선사 비중 35%

국제신문 16면 농수축
산

부산 식품업체 20곳 모집 중국시장 개척 진출 지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7월 부산 취업자 4만2000명 감소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달아오르는 부산 재개발 수주 경쟁

서울경제 27면 건설

日, 카지노 허용 관광 잭팟 노리는데… 韓은 없는 규제도
한국경제 12면 경제
만들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234

부산항 운영사들 ‘제살깎기’ 경쟁 계속

내일신문 14면 산업

진에어 신규노선 제한, 부산~싱가포르 직항 막혔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아시아 베스트 여행지 부산, 글로벌 마케팅 강화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오규석 기장군수, 3년 연속 ‘업무추진비 0원’

부산일보 06면 종합

이헌승 한국당 부산시당 체제 ‘아듀’

부산일보 05면 종합

한국당 PK ‘영 리더’들 조기 등판론

부산일보 05면 종합

“공동어시장 대표선출, 수협 독점서 민간 개방을”

국제신문 16면 농수축
산

한국당 핵심가치 오늘 좌표 찍는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코미디계의 ‘전설’ ‘혜성’ 한자리에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 해수욕장 248만여 명 막바지 피서

부산일보 10면 사회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카약 타고 낙동강 하구 생태 관찰

부산일보 09면 사회

“해병대 정신 ‘안 되면 될 때까지’ 배웠죠”

부산일보 24면 인물

역대 최대 규모 ‘부코페’ 열흘간 대장정

국제신문 17면 문화

“한중일 공동제작 뮤지컬 구상…부산 거점도시 가능”

국제신문 23면 인물

부산 가을맞이 실내악 하모니 무대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부산박물관 전문가 집단 특별교육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시민공원서 ‘트리클라이밍’

국제신문 07면 사회

세계 4대 광고제 도약 부산국제광고제 23일 개막

한국경제 1 E09면 여행

부산시문화상 최부길 작가 내달 3일부터 수상기념전

국제신문 23면 인물

오거돈발 가덕신공항 재추진, 이번주 본격 시험대

국제신문 04면 종합

문 대통령 동남권 관문공항 언급하나

부산일보 04면 정치

강서구

대저동 도시재생 연계 행복주택 짓는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기장군

부산기장 앞바다도 고수온 피해 차단 총력전

국제신문 16면 농수축
산

사하구

나무 22만5천 그루 심는다 사하구, 수림대 조성 사업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해운대구

8/21

부산 시정

오전 입욕 금지시간 해운대 뛰어든 30대 男 병원 옮겼지만
부산일보 10면 사회
숨져
민선7기 지자체장이 뛴다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한국경제 28면 인물

금융도시 경쟁력 부산 3년 새 급락 24위서 46위로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시 공공기관 인사검증회 6개 기관부터 시작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6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우선 실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BMW 1266대 오늘부터 운행 정지

부산일보 06면 종합

APEC 선원 교육 부산에 사무국 개소

부산일보 17면 경제

APEC 선원교육·훈련 사무국 부산에 둥지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교통공사 눈치싸움하다 싱크홀 점검 뒷전

국제신문 02면 종합

수당 노린 공무원 편법야근 특별점검

국제신문 08면 지역

60%가 연구개발 인력 직원 복지도 강화나서

국제신문 12면 기획

잠자던 태양광 신기술 부산시가 살렸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시, 태양광 발전 판매단가 규제 해소 ‘성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11개 대표브랜드 육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영도에 제30호 ‘호프’ 주택

파이낸셜 23면 부산

부산희망리본 ‘힐링 잡 콘서트’

파이낸셜 23면 부산

아·태 선원 역량강화 전략 워크숍

파이낸셜 23면 부산

235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서부산
의료원

236

보도내용

출처

부산 기관장 빅3 “이웃돕기 힘 모읍니다”

매일경제 32면 인물

“지역 표심잡자” 앞다퉈 설치했지만…6곳 모두 적자

서울경제 09면 사회

비엔날레 계절이 돌아왔다

한국경제 30면 문화

부산 122개 도서관 정보 통합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 어린이집 학대 대책 대폭 강화

문화일보 14면 전국

뚝! 끊긴 부산 주택 거래… 1년 전의 반 토막

부산일보 03면 경제

뚝! 떨어진 부울경 상장사 실적… 기업 셋 중 하나는 영업적자

부산일보 03면 경제

“철도차량 전장품 국산화… 제조 분야 늘려 일자리 창출”

국제신문 12면 기획

공유재산 임대기간 갱신 허용 신재생에너지사업 안정화 추진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싱가포르 직항 노선 LCC 정기편 확보 경쟁 치열

부산일보 02면 종합

여전한 한진해운 빈자리… 부산항 전체 물동량 35% 불과

리더스경제 04면 농수
축산

공동어시장 대표 최종후보 박세형·예비후보 박병염 씨

부산일보 02면 종합

“文·민주당 실망, 한국당도 싫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PK 정치권과 광역단체, 9월 정기국회 준비 ‘극과 극’

부산일보 05면 정치

차기 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세연 부재로 또 결론 못 내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박세형 후보 1순위 선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선 윤영석 의원 내정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영화관광축제’ 지역축제 만족도 전국 8위

부산일보 12면 지역

센텀에 장애·비장애 문화장벽 없는 스마트 존 조성

부산일보 17면 경제

신명난 우리 가락으로 하나 되는 평화콘서트

부산일보 20면 문화

자갈치크루즈 운항 한 달 탑승객 1만 명 돌파 ‘순항’

부산일보 17면 경제

폭염 탓 해수욕객 ‘주춤’ ‘달빛 수영족’ 수는 증가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서 만나는 아시아 5개국 플루트의 대향연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희망리본, 24일 ‘2018 힐링잡(JOB) 콘서트’ 개최

헤럴드경제 종합

케틀벨리프팅 아시아선수권 12월 부산 개최

부산일보 19A면 스포츠

서부산의료원 건립 ‘속도’ … 내달 기재부 예타 신청

부산일보 06면 종합

서부산의료원 설립 본격 추진 되나

세계일보 12A면 전국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설립 예타 신청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서부산의료원 10월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경남일보 07면 자치의
정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정부승인 절차만 남아”

한국일보 15C면 부산

서부산의료원 설립 힘받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300병상 규모’ 서부산의료원 설립 탄력

서울경제 33B면 전국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일자리·안전 우선 … 시 4869억 원 추경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추경 4896억 편성… 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추경 4896억 편성… 시교육청도 686억 규모
2018년
부산시 추가 부산시 추경 4896억원 청년주택·신산업 육성
경정예산 부산 ‘일자리·민생’ 집중 … 4896억 규모 추경편성

부산 시정

파이낸셜 23면 부산

시 예산·정무라인 ‘野 패싱’ … 진영논리로 접근하다 過 자초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가 인증하는 우수식품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도서관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부산도서관
부산도서관 총괄감독 최준혁 동명대 교수
총괄계획가
부산도서관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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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우수식품에 오복양조 황가 등 11개 제품

남구

한국일보 15C면 부산

‘오거돈 공약’ 신규 사업 국비 한 푼도 못 챙겼다

부산시 인증 5개 업체·11개 제품 부산시장 인증 ‘우수식품’ 선정
우수식품 ‘부산대표’ 우수식품 브랜드 키운다

기장군

출처

국제신문 02면 종합
파이낸셜 23면 부산
서울경제 33B면 전국
국제신문 07면 사회
리더스경제 14면 인물
파이낸셜 23면 부산

기장군, 국토부에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우암부두,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기지 청신호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시장·시의장·교육감 ‘나눔리더’ 가입

부산일보 24면 인물

부산시 국비 확보 총력전 엄궁대교 10억 예산안 반영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산 6개 공기업 임원 75%가 낙하산… 전국 평균보다 높아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25곳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 도입

한국경제 26A면 지역

오거돈 부산시장 등 3명 ‘나눔리더’ 가입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서 남북 평화와 번영 위한 아리랑 울린다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市,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 예방 총력

서울경제 27면 부산

“부산, 2021년 초고령사회 진입”

파이낸셜 27면 부산

“부산 초고령사회 2021년 첫 진입”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로또 논란 신혼희망타운 청약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서울경제 02면 부동산
검토”

부산 경제

부산 건축전공대학생, 日 가나자와에 파견

파이낸셜 27면 부산

낙동강 하구, 쇠제비갈매기 서식지 복원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부산 첫 뮤지컬 극장 1년에 10억… 할까? 말까?

부산일보 16면 경제

7월 전기요금에 ‘화들짝’ ‘7말8초’ 분이 진짜 폭탄

국제신문 01면 종합

서민들 폭발 직전인데… 정부 누진제 폐지 불가

국제신문 03면 종합

APEC선원 교육·훈련 네트워크 사무국 개소

부산일보 24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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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APEC 선원교육 사무국 부산서 개소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구·군 청약조정지 해제 엇박자

국제신문 13면 경제

오시리아 아쿠아월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추진

부산일보 15면 경제

동부산단지 아쿠아월드, 개별형 외투지역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교체설’ 이갑준 부산상의 부회장 연말까지 유임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시의회 서민특위 구성 박차… ‘민생 드라이브’ 시동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출범 … PK 출신 주도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울경 총선 주도권 싸움 4050 세대 대결서 결판

국제신문 05면 종합

“오 군수 정치쇼 그만” 맞불 1인 시위

리더스경제 06면 종합

세계인 사로잡은 광고, 부산서 만난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문화예술계 ‘미투’와 그 이후

부산일보 20면 문화

BIFF와 ‘남다른 인연’… 로우예·탄 추이무이 AFA 멘토로
국제신문17면 문화
돌아온다
부산 문화

동남권
신공항

태풍 솔릭

어린이집
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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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콘텐츠 강화 시급

국제신문 10면 지역

부코페, 해운대서 시원한 웃음 사냥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25면 연예

아시아 최대 ‘부산국제광고제’ 내일 개막

매일경제 17면 기업

F1963에 국제갤러리 부산점 연다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론리 플래닛이 뽑은 亞 베스트 여행지 부산을 더 알리자”

부산일보 16면 경제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 문제 있다”

경남신문 02면 종합

청와대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 유지”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울경 TF “김해공항 확장안 수용 불가”

부산일보 01면 종합

정부는 “NO” 못 박았지만, 부울경은 “GO” 배수진

부산일보 03면 사회

박재호 의원 “신공항 타당성 재검토 요구 수용해야”

부산일보 03면 사회

“靑, 김해공항 확장 문제점 조사”

국제신문 01면 종합

가덕신공항 김경수 지사 ‘일부 수긍’ 송철호 시장은 ‘글쎄’

국제신문 03면 종합

‘솔릭’ 내일 목포 해상 상륙 한반도 전역 강한 비바람

부산일보 01면 종합

태풍 상륙 코앞인데, 말발 안 먹히는 ‘선박 피항 지시’

부산일보 06면 종합

태풍 솔릭 대비하라

국제신문01면 종합

부울경 오늘밤 태풍 ‘솔릭’ 영향권

국제신문 02면 종합

태풍 ‘솔릭’ 비상… “부산항 하역 중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어린이집 학대 예방 강화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어린이집 학대’ 3년새 9배 신고 급증

세계일보 27면 지역

부산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위기업종
수출금융
지원

보도내용
부산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강화

서울경제 29B면 전국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폐쇄… 예방교육도 늘린다

서울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 수출금융 지원 늘린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 위기업종 수출금융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위기업종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위기업종 수출금융 지원 늘린다

서울경제 27면 부산

자동차·조선업 수출금융지원 확대

경남매일 08면 경제

올해 BIFF 한국영화 회고전 이장호 감독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이장호 감독 BIFF 한국영화 회고전 주인공 이장호 감독
회고전
부산국제영화제서 이장호 감독 회고전
BIFF 한국영화 회고전 주인공에 이장호 감독 선정
오늘 밤 9시 전등 끄고 별 밝혀요
에너지의 날
부산도 오늘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
소등행사
22일 밤 9시, 부산이 깜깜해진다
신고리
3호기
가동정지

기장군
동래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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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경남매일 15면 TV
파이낸셜 27면 부산
세계일보 25면 인물
국제신문07면 사회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파이낸셜 27면 부산

신고리 3호기 돌연 가동 정지 원인 조사

부산일보 10면 사회

신고리3호기 정지… 원안위, 원인 조사

국제신문 08면 지역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골든타임’ 또 놓칠라
강서구

출처

부산일보 02면 종합

종합병원 짓겠다더니… 9년째 ‘虛虛’

부산일보 09면 사회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부산일보 08면 종합

민주당 기장위원장, 오규석 군수 옆 ‘맞불 시위’

부산일보 05면 정치

팻말만 설치하고 반려동물 공원이라니

국제신문 07면 사회

자갈치시장 ‘국내 최대 건어 위판장’ 새 단장 개장

부산일보 18면 경제

전시컨벤션 시설, 서부산 제2센터 대신 벡스코 확충 가닥

부산일보 06면 종합

열 번째 국제의료관광컨벤션 31일 개막

부산일보 10면 사회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운영자금 빌려 드려요”

부산일보16면 경제

부산시 산하 22개 기관 공모 착수

부산일보 08면 종합

“인사청문회와 함께 노동이사제도 필요”

부산일보 09면 사회

‘IEC 부산총회’ 홍보대사 방송인 안현모 씨 위촉

부산일보 16A면 경제

국제전기기술위 부산총회 홍보대사에 방송인 안현모

국제신문 11면 경제

횡령 당사자 두고… 내부 고발자 징계한 노조

부산일보 09면 사회

“남의 일 같지 않다”… 민원인 응대에 심리적 불안 가중

국제신문 06면 사회

조선통신사 대학생 해상 탐방 발대식

리더스경제 04면 농수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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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음식점 등 내달부터 과태료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국립부산국악원 체험관 등 숙원사업 국비 확보 총력전

파이낸셜 01면 종합

‘초연결시대의 마케팅’ 새 길을 찾다

파이낸셜 26면 부산

스마트교차로 등 교통정보 개방

파이낸셜 26면 부산

부산시 국비확보 ‘순조’

경남일보 07면 자치의
정

추경 신규 사업 실집행률 23.8%

내일신문 03면 정치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내일 벡스코서 열려

동아일보 18D면 부산

아이 울음소리 뚝… 부산 합계출산율 올 4~6월 0.92명

국제신문 10면 사회

‘메가시티’ 꿈꾸던 부울경 800만 인구 붕괴되나

국제신문 03면 종합

東 제2센텀 농산물시장·풍산 이전 문제 ‘산 넘어 산’

부산일보 03면 경제

西 에코델타 국회 예산정책처 “개발이익 높지 않을 것”

부산일보 03면 경제

부산 ‘中企 수출전략 지원’ 참여사 모집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R&D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경남매일 08면 경제

부산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경남매일 06면 지역

초재선·원외 위원장 ‘마이너의 반란’ PK 정치권에 새바람

부산일보 05면 정치

정오규의 ‘용기 있는 도전’

부산일보 05면 정치

국비 확보 뒤늦게 합심… 부산시·여·야 총력전 돌입

국제신문 04면 종합

與 40代·초선 최고위원 나올까... 당선땐 세대교체 상징성
문화일보 06면 정치
06면 정치

부산 문화

여름 끝자락, 색다른 ‘문화의 향기’ 속으로…

부산일보 24면 문화

“부산에 극장 11개로 늘어도 관객 다 수용 못 해”

부산일보 23면 문화

흰여울마을, 예술가 공동 공방 만들어 재기

국제신문 07면 사회

풍운아 ‘이장호 감독’ 올해 BIFF서 회고전

국제신문 20면 문화

관객과 함께 만드는 부산비엔날레

파이낸셜 26면 부산

부산코미디페스티벌 내일 개막 “무료공연·야외행사 대폭
문화일보 14면 전국
확대”

김해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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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자연이 숨쉬는 낙동강 생태공원 보세요

경남신문 15면 인물

김해신공항 용역 중간보고회 국토부, 이달 말로 긴급 변경

부산일보 01면 종합

“절차상 하자에 문제투성이” 관문공항 추진협력단 운영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관문 아닌 거점공항으로 설계…문제 많다

한겨레 13면 전국

부울경, 김해공항 확장안 정책 변경 요구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김해공항 확장안 수용 불가” 부·울·경 단체장 한목소리

매일경제 14면 경제

김해공항 확장이 ‘답’

경남매일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김해신공항 적정성 논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나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미궁속으로…

경남일보 01면 종합

경부울 단체장 개별 입장 고수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산형 드론 시스템 해외수출 본격화

서울신문 종합

‘부산형 드론’, 해외진출 나선다
부산형 드론
부산형 드론 시스템 수출사업단 출범
시스템
“부산형 드론시스템, 해외로” 수출사업단 오늘 공식 출범

한국일보 14C면 부산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서울경제 33A면 전국

부산형 드론 시스템 수출길 넓힌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속도 느린 ‘솔릭’, 더 위험해진 한반도

부산일보 01면 종합

태풍 북상, 학교 휴업 등 검토

부산일보 02면 종합

태풍 ‘솔릭’ 오늘 한반도 관통… 새벽부터 강풍·폭우

국제신문 07면 사회

공동어시장 수산업계 죽어가는데 선거는 파행
대표 선거 1·2순위 후보도 탈락… 공동어시장 대표 선거 파행
파행
공동어시장 대표 선출 사상 첫 무산

부산일보 01면 종합

태풍 ‘솔릭’

부마항쟁

부산국제
광고제

부산국제
영화제

동래구
북구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39년 만에야 닻올린 부마항쟁재단

국제신문 01면 종합

본지 작년 6월 제안, 민주화단체·국회·정부 공감 ‘일사천리’

국제신문 03면 종합

유신독재 항거 39년 만에 ‘부마항쟁’ 기념재단 출범

경향신문 14면 전국

23일 부산국제광고제 개막

경향신문 종합

부산국제광고제 23∼25일 벡스코서 개최

동아일보 18D면 부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산국제광고제 개막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BIFF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사카모토 류이치

세계일보 25면 인물

BIFF ‘아시아 영화인상’ 사카모토 류이치

리더스경제 14면 인물

부산영화제 올해의 亞영화인상에 사카모토 류이치

파이낸셜 30면 인물

‘고용참사’에 부산시 내일 긴급대책회의
부산시 긴급
부산시정 화두는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대책
‘고용쇼크’ 부산 긴급 일자리대책
부산
중소기업
인력난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제신문 11면 경제
동아일보 18D면 부산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석·박사 쓰려니 돈·이직 걱정” 중기, R&D인력 ‘학사’ 선호

부산일보 16면 경제

석·박사급 인력 희망연봉 3500만~4000만 원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 석·박사급 R&D인력 中企취업 기피

파이낸셜 26면 부산

온천2 재개발 현장 유적, 훼손 심해 ‘기록만 보존’

부산일보 0면 사회

‘청동기 유적’ 온천2구역 재개발 계획대로 추진될 듯

국제신문 08면 지역

부산 북구청도 교육 공감 ‘활짝’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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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8/24

보도내용
민선 7기 지방정부, 정책 방향·과제 토론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동준

부산일보 20면 스포츠

부산시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김동준

국제신문 21면 스포츠

오 시장 “부산도 총괄건축가 제도 활성화 필요”

국제신문 13면 경제

아시아드CC 사장 ‘논공행상’직 전락하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역 해양수산기관장 인사 도미노 예고
우암부두 일대 수소추진 선박 연구센터 생긴다
부산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핑크라이트’ 확대 운영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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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신문 16면 농수축
산
국제신문 16면 농수축
산
경남일보 07면 자치의
정

市공공기관 22곳 사장 등 39명 공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게임 ‘오버워치’서 부산 본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이달 준공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스마트교차로 등 방대한 교통데이터 민간 개방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부산관광공사, 다문화가족 부산 투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오거돈 시장 “공공건축 혁신 추진”

리더스경제 29면 인물

개학기 맞아 부산 305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리더스경제 26면 부산

부산 ‘엄궁대교’ 추진 10년 만에 건설 확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엄궁대교 예타 통과 건설 확정

국제신문 05면 종합

“낙동강 유해 화학물질 차단 485억 투입”

부산일보 09면 사회

“회계사 40명 미만, 상장사 감사 불가”

부산일보 02A면 종합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 1억5000만 원 후원

리더스경제 04면 경제

부산 석박사 42% 대기업 취업 희망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전세계 디스플레이 전문가 28일 부산 온다

리더스경제 26면 부산

부산형 드론 수출 사업단 출범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수출사업단 출범

국제신문 13면 경제

하얼빈 과학기술전시회 참가희망 중소기업 모집

국제신문 11면 경제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소통행보

국제신문 04면 종합

영남대표 최고위원 도전 김해영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시당위원장 7년만에 경선하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의회, 해외연수 심사 까다로워진다

리더스경제 26면 부산

공동어시장 ‘꼭두각시 추천위’ 개혁해야

부산일보 02면 종합

조선소 있는 5개 시·도 관광사업 230억 지원

부산일보19면 관광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태풍 ‘솔릭’

보도내용

출처

제23회 BIFF ‘亞 영화인상’에 사카모토 류이치

부산일보 25면 문화

BIFF,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에 ‘사카모토 류이치’ 선정

경남신문 16면 인물

“가보자, 광안리로 떠나자, 추억여행”

부산일보 10면 사회

국립부산국악원 상설공연 또 통했다

국제신문 18면 문화

“생활문화인 지원으로 예술향유 저변 넓히겠다”

국제신문 23면 인물

브라질 예수, 갯바위 성당 … 여기가 부산이었어?

중앙일보 20면 여행

부산국제여행영화제 31일 첫선

리더스경제 26면 부산

부산에 국내 첫 ‘혼인미사 전문 성당’

조선일보 21면 문화

동쪽으로 일찍 방향 튼 ‘솔릭’, 부울경 강한 비바람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울경 비껴갔지만, 거센 파도·비바람에 시민들 조마조마

부산일보 03면 사회

태풍 ‘솔릭’ 급우회전… 한반도 관통

국제신문 01면 종합

초속 30ｍ 강풍에 폭우동반…학교 등·하교시간 조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박재혁 의사 벽화를 페인트로 덮은 동구

국제신문 06면 사회

김해시의회 ‘신공항 전과정 조사’

경남매일 02면 종합

김해시의회 특위, 1년간 김해시 신공항 대책 조사

경남신문 02면 종합

김해 신공항 김해신공항 공동대응 나선 부·울·경

한국경제 30A면 지역

문 대통령 김해신공항 문제점 조사 지시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3개 시도지사 공동대응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
역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24일 개막

경향신문 종합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오늘 팡파르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개막

조선일보 종합

부산은 지금 ‘웃음바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코미디페스티벌 오늘 영화의 전당 개막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국제광고제에 쏠린 눈

부산일보 10면 사회

“2만여 편 출품, 세계 4대 광고제로 도약”

부산일보 32면 인물

‘전 세계 광고의 향연’… 부산국제광고제 개막

국제신문 18면 문화

제11회 부산국제광고제 23일 개막

서울신문 종합

KRX ‘지역상생 계획’, 확고한 부산화 의지 담았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한국거래소 KRX “지역인재 채용 25%로 확대·스타트업 지원”

국제신문 11면 경제

코미디
페스티벌

부산국제
광고제

원전해체
인력양성

KRX “부산을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리더스경제 28A면 영남

부산시, 원전해체 인력양성 교육 개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243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해운대구

8/25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기장군

8/2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244

보도내용

출처

市, 원전해체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설

리더스경제 26면 부산

원전해체 미래원자력기술 인력양성 교육

경남매일 06면 지역

해운대구, 해수욕장 불법 상업광고 눈감아줘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부산 청약조정 7곳 모두 해제해 달라” 市, 정부에 공식요청

국제신문 01면 종합

“전화 몇 통화로 일자리 창출 안돼… 공무원 발로 뛰어라”

국제신문 03면 종합

22곳 중 6곳만 공고… 부산 공공기관장 선임 하세월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의회, 표준조례 도입 등 주민참여보장.

서울신문 종합

북극항로 통과 첫 ‘컨’ 덴마크 ‘벤타 머스크’ 27일 부산항서
국제신문 02면 종합
출항
“전국 도시공원일몰제 해제 땐 연간 최소 91억 경제적 손실”

국제신문 05면 사회

시교육청·부산진구 교육사업 업무협약

국제신문 18A면 인물

지역 건설사, 취약층 주거안정 지원 앞장

국제신문 09면 경제

‘부평어묵’ ‘부산대밥집’ 지역상권 살릴까

국제신문 06면 사회

한국당 ‘부산판 전당대회’ 성격 변모 시당위원장 잔류-복당파
국제신문 04면 종합
대결 양상
실업팀 하나 없이…부산 사나이들, 카바디 은메달 ‘기적’

국제신문 14면 스포츠

조선통신사 행렬, 25일 일본 시모노세키서 재현

서울신문 종합

기장 철마 주민들 “동네의원 설립 허용해주오”

국제신문 05면 사회

“도심 시속 50㎞로 제한하자”

부산일보 08면

승객 증가 동해선…부산시 배차간격 단축 요청

국제신문 01면

부산 사립학교이사장 친인척, 30곳서 42명 재직

국제신문 02면

부산 부동산 운명, 이번 주 판가름

부산일보 01면

부산서 열린 日 취업박람회 북새통

부산일보 08면

금융권 하반기 공채 시작, 부산 공기업 채용 규모 크게 늘어

부산일보 08면

오거돈 시장 취임 후 첫 상공인 간담회

부산일보 08면

지역경제사절단, 부산~냐짱 하늘길 연다

부산일보 17면

베트남 총리 “부산~냐짱 직항 항공편 신설 협력”

국제신문 14면

세계 첫 북극항로 항해 컨선, 부산항 출발

부산일보 17면

부산 청년 알바생 절반은 휴식·식사시간도 없이 일해

국제신문 02면

부산신보 노조 “전문성 갖춘 이사장 선임해야”

국제신문 14면

‘최고위원 선출’ 김해영, 정책자료 ‘화제’

부산일보 04면

부산출신 김해영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입성

국제신문 04면

‘이해찬 대표 시대’ 부산 민주당, YS 정권 이후 최고가

부산일보 04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보도내용
여야 지도부 교체 파도 PK 정치권 인력 대이동

부산일보 05면

경성대권 라이브 클럽들, 인디 핫플레이스로 부활 날갯짓

국제신문 20면

경성대권 라이브 클럽들, 인디 핫플레이스로 부활 날갯짓

국제신문 20면

국제갤러리 부산점 개관 기념 국내외 유명작품 전시

국제신문 21면

해안선 잃은 부산, 재난에 속수무책
부산 해안
전문가 의견은 “최악 시나리오지만 현실화 가능성 높다”
침수예상도
부산 해안 침수 예상도, 어떻게 만들어졌나
동래구

출처

부산일보 01면
부산일보 02면
부산일보 02면

“메가마트 쪽에서 싸움 벌인다” 중학생 패싸움 예고 글 ‘발칵’

부산일보 10면

육아맘 사로잡은 구포시장 키즈카페

부산일보 17면

사상구

개발 수혜지 사상구 서부산 중심지 주목

국제신문 17면

사하구

‘부네치아’ 장림항 인기에 개발 ‘박차’

부산일보 10면

썰물 때 해상 다이빙 대회 참가 선수 목뼈 골절 중상

부산일보 10면

“부산 해안 난개발 방지 특별법 필요”

부산일보 01면

‘임시회 평가전’ 앞둔 부산시의회, 토론회·현장으로 발길 분주

부산일보 05면

부산 초·중·고생 0.7% 학교폭력 피해

부산일보 08면

부산 학교폭력 피해 작년보다 늘었다

국제신문 08면

전국 대리운전기사 노조, 부산 트리콜 본사 규탄집회

부산일보 12면

부산시의회 양육시설 아동학대 차단·인권 개선 추진

국제신문 05면

‘공급과잉’ 부산 택시 연말까지 200대 감차한다

국제신문 08면

부산 부동산 규제 ‘찔끔 해제’

부산일보 01면

부산 청약조정 기장 한 곳만 풀렸다

국제신문 01면

개발·분양 호재 일광은 보류, 기장군마저 ‘반쪽 해제’

국제신문 03면

BPA 새 사장에 남기찬 교수 내정

부산일보 02면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교수 임명

국제신문 02면

부산시·상의 ‘일자리 1만 개 창출’ 공동선언

부산일보 02면

내년 1만 개 일자리 창출 부산시·상공계 의기투합

국제신문 01면

“지역경제 함께 살리자”… 오거돈 시장, 상공계에 SOS

국제신문 15면

오거돈 - 전재수 - 박인영, 부산 민주 삼두체제 가동

부산일보 03면

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출… 7년 만에 ‘경선’ 치르나 관심

부산일보 05면

PK서 정치권 입성하려면? ‘지역 표밭 다지기’에 답 있다

부산일보 05면

“40대 초선을 지도부로 뽑는 민주당 무섭고 부럽다”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결국 경선 가나

국제신문 05면

북구

서구

8/28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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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캐논과 함께 부산의 가을 담아요”

부산일보 17면

부산 문학단체 다양한 시민강좌

부산일보 20면

문학기행서이자, 詩문화지리지 ‘부산의 시비를 찾아서’

국제신문 21면

부산비엔날레 입장권 사전판매… 출품작품 시민참여단 모집도 국제신문 22면
동남권
신공항
금정구
영도구

8/29

부산 시정

부산 시민단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해야”

부산일보 09면

부울경 신공항TF, 국토부와 끝장토론

국제신문 02면

2018 부산다운건축상 대상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부산일보 08면

콘서트·마켓 활짝 ‘금정문화위크’ 구경오세요

국제신문 22면

영도 봉래산터널 개설, 마침내 ‘첫 단추’ 끼우다

부산일보 02면

부산, 내년 국비 13.5% 늘어난 6조

부산일보 01면

정부사업 위주 부산 국비… 경기부양이 빠졌다

국제신문 01면

“장·단점 명확한 BRT, 시민 전체 바라보고 결정을”

부산일보 12면

“방사능 침대 불안” 라돈측정기 대여 불티

국제신문 07면

갑작스러운 폭우로 낙동강 하류 범람 북구 덕천배수장 등 도로
국제신문 07면
3곳 침수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246

300억 투입 국회도서관 건립, ‘지역 전기업계 패싱’ 논란

국제신문 12면

7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 승객 80만 명 넘어서 ‘최고치’ 기록

부산일보 10면

오거돈 시장 “2030년까지 항만물류 부가가치 3배 확대”

부산일보 15면

“부산 스마트시티의 글로벌화 꿈꾼다”

부산일보 16면

IEC 부산총회 ‘D-50’ 이벤트 다채

부산일보 16면

BPA 남기찬 신임 사장 취임

부산일보 18면

북극항로 통과할 사상 첫 ‘컨’선 부산 출항

국제신문 01면

벡스코에 도심공항터미널 들어선다

국제신문 01면

“에어부산, 상장 전 지역상생안 내놔야”

국제신문 12면

부산시, 지역 우수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기회 제공

국제신문 15면

부산,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선도 역량 세계에 알린다

국제신문 16면

정오규 출마 기자회견 “원외의 야성으로 강한 부산시당
부산일보 06면
만들겠다”
한국당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원내 김세연 VS 원외
부산일보 06면
정오규 맞대결
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세연·정오규 경선

국제신문 05면

PK 정치권에 부는 ‘협치 바람’

부산일보 06면

‘재즈 디바’ 다이메 아로세나 부산 온다

부산일보 20면

“해운대로 마실 갈까예”… 사람의 속도로 만나는 부산 건축

부산일보 2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마항쟁
금정구
서구
해운대구

8/3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아빠, 이번 주말엔 시비 보러 가요”

부산일보 20면

“내년 부마항쟁 40년, 진상 밝히고 기념일도 제정”

부산일보 10면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

국제신문 21면

서구, ‘얕은 수심 위험’ 코치 지적 묵살한채 대회 강행

국제신문 06면

송정바다에서 펼쳐지는 부산 선셋라이브

국제신문 21면

부산 민선 7기 구청장 ‘새 청사 짓기’ 러시

부산일보 01면

부산시·시의회 6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 협약

국제신문 04면

연안 생태계 파괴 ‘고데구리 어선’ 부산서 적발

부산일보 15면

부산, 중동 수출 4개월 연속 ‘뒷걸음’

부산일보 16면

부산 첫 ‘VR 스포츠실’

국제신문 07면

남북 훈풍·SRT 효과… 부산관광객 급증

국제신문 13면

“극지연구·산업 저변확대 필요 부산극지타운 조성 서둘러야”

국제신문 13면

벡스코 ‘국제관광전’ ‘MICE 페스티벌’ 등 풍성

국제신문 13면

김해공항에서 마카오까지 에어부산 매일 밤 직항 운행

국제신문 17면

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방정식 ‘복잡’

부산일보 05면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결과, 한국당 변화·혁신 바로미터

국제신문 04면

국회 예결위 ‘PK의원들의 혈투’

국제신문 04면

‘국제시장’ 가요 경연대회, 30일 예선·내달 2일 본선

부산일보 22면

대학생들, 조선통신사 자취 좇아 ‘성신교린(誠信交隣)’
부산일보 22면
되새기다

부산 문화

동남권
신공항

내일부터 마지막 주 금요일은 부산판 ‘문화롭데이’

국제신문 02면

부산농악 정기공연 토요일 용두산공원

부산일보 23면

부산비엔날레 입장권 사전 판매

부산일보 23면

초량왜관 일본인 거주 뒷받침할 도자기 파편 첫 발견

국제신문 23면

아시아 영화인재 모여라

국제신문 23면

부산원아페 3차 라인업 공개 마마무·다이나믹듀오 등 출연

국제신문 23면

“소음 문제 등 재검토 안 되면 김해신공항 보고회 보이콧”

부산일보 08면

김해신공항 4시간 비공개 설전… 일부 ‘이견’ 해소,
국제신문 03면
소음·안전은 과제로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비상상고’ 논의 본격화
기장군
남구

부산일보 08면

기장 27만㎡ 규모 신규택지 공급

국제신문 01면

아, 車車… 남구 어린이집서 3세 여아 2시간 방치

부산일보 09면

그렇게 확인하라했는데… 또 어린이집 차에 3세여아 방치

국제신문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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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부산진구

도심 속 외딴섬 철길마을 ‘메디컬 빌리지’ 대변신

부산일보 02면

서구

‘다이빙 사고’ 사흘 침묵 부산 서구청, 은폐 바랐나

부산일보 09면

제13회 부산·후쿠오카 포럼 31일 개막

부산일보 02면

너도나도 5분발언… 부산시의회 ‘후끈’

부산일보 05면

준비 안된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또 ‘도마’

국제신문 08면

국회 달려간 오거돈 시장, 국비 확보 ‘올인’

부산일보 05면

교통 법규 위반 공익신고 최다 서면 NC백화점 맞은편 도로

부산일보 08면

‘엘시티’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실형 확정

부산일보 09면

백일해·유행성각결막염 환자 부산·경남서 급증 ‘주의 필요’

부산일보 10면

또다시 황령산 유스호스텔… 논란 재점화

부산일보 10면

오거돈 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센텀2지구 ICT허브 육성”

국제신문 07면

부산 7개 공공기관 펀드 50억으로 사회적 금융허브 만든다

국제신문 07면

吳의 소신 발언… “최저임금 차등·주 52시간 탄력적 적용을”

국제신문 08면

부산교육청 공무원 강령에 ‘갑질 금지’

국제신문 11면

신혼부부 임대 주택 부산 81가구 공급

국제신문 16면

부산 미분양 주택, 한 달 새 50% 늘었다

부산일보 01면

부산역에 미혼모 위한 ‘꿈의 가게’ 전국 1호점

부산일보 08면

부산시·코레일 미혼모 자립 돕는다

국제신문 11A면

오거돈 시장 “2030년까지 수산업 육성 3조 원 투자”

부산일보 15면

8/3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마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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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마이스 전문가가 본 ‘마이스도시 부산’…숙박시설 양호,
부산일보 16면
음식·직항노선 낙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모든 것, 부산서 만난다

부산일보 16면

“어서 오이소” 태국 인센티브 관광단 1312명, 부산으로!

부산일보 18면

르노삼성 자율주행 시범차 도로 달린다… 상용화 ‘성큼’

국제신문 16면

20여 개국 음악인, 부산 전역서 다채로운 클래식 꽃피운다

국제신문 21면

‘김세연 고공전’ vs ‘정오규 지상전’ 접전 예고

부산일보 05면

늘어난 부산 방문객, 서쪽으로 눈을 돌리다

부산일보 18면

매월 마지막 金요일은 ‘문화롭데이’

부산일보 23면

별이 빛나는 밤 ‘선시(禪詩) 법회’로의 초대

부산일보 23면

나만의 #워라밸 #소확행 위한, 도심 속 문화휴식공간

국제신문 04면

‘부마항쟁史’ 제대로 세웁시다

국제신문 01면

강연장 전락 기념관은 사진 9장뿐… ‘그날’을 대변할 수 있나

국제신문 03면

“139일 구금됐지만 후회 안 해 … 부마항쟁은 나의 자부심”

국제신문 03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동남권
신공항
남구
사하구
서구

보도내용

출처

민주 김정호 의원 ‘공항 전문가’ 변신

부산일보 05면

“옆 반에 있었다”… 거짓말 어린이집?

부산일보 09면

3세아동 차량 방치 어린이집 부모에 사건 은폐시도 의혹

국제신문 11면

한진重 다대부지 난개발 막는다

국제신문 06면

송도 ‘다이빙 중상자’ 옮긴 구급차에 의료인 없었다

부산일보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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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9월)
일자

분야

9/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문화

사상구
사하구

서구

9/4

250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부산·후쿠오카 8개 大 “여름학기 개설”

부산일보 01면

온천장 살리고, 반송 새롭게 부산 7곳 ‘도시재생 뉴딜’ 선정

부산일보 06면

산성터널 조경수, 고무바에 묶인 채 식재

부산일보 10면

만취 상태로 여직원 성추행 혐의…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 입건
부산일보 10면
조사
서부산→원도심 개발의 축 대이동 ‘2030 엑스포’도 북항
국제신문 01면
개최로 선회
18개 정책 중 눈에 띄는 부산만의 해결책 없어

국제신문 03면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성황 마무리

부산일보 08면

꽁꽁 언 부산 부동산? 활활 타는 도심 재개발!

부산일보 08면

“서해 꽃게 다 어디 갔노…” 한숨 실은 부산 통발어선

부산일보 16면

“부울경 오세요” 말레이시아서 공동 관광 마케팅

부산일보 17면

부울경 손잡고 말레이시아 관광객 모시기 나섰다

국제신문 15면

LH, 부산서 전국 첫 ‘빈집·비축사업’

부산일보 18면

LH, 부산서 전국 첫 빈집 비축사업 … 토지연금과 연계

국제신문 16면

부산 대표 신발기업, 기술력으로 글로벌시장 선도

국제신문 14면

가을은 스크린을 타고… 부산서 ‘작은 영화제’ 잇달아

부산일보 22면

부산MBC “유튜브에서 봐요”

부산일보 22면

작품에 손대지 말라고? 작품을 드셔도 됩니다

부산일보 22면

독립영화 부산시민이 직접 고르고 배급한다

국제신문 21면

부산현대미술관, 지역 신진작가 해외진출 ‘깜짝 성과’

국제신문 21면

올해 BIFF 한국영화공로상 프랑스 떼루안느 부부 선정

국제신문 21면

사상 부산도서관 옆에 대규모 문화공원 생긴다

부산일보 08면

사상 부산도서관 옆 문화공원 조성한다

국제신문 10면

실종 다이버, 20시간 만에 무사 생환

부산일보 09면

“서구청장 사과 못 받고 부산 떠납니다”

부산일보 09면

‘수의계약 특혜 의혹’ 부산 서구청, 감사원 감사

부산일보 09면

56억 들여 복원 꽃마을천 악취는 여전

국제신문 08면

부산에도 ‘바다택시’ 뜰까… 오거돈 시장 전격 제안

부산일보 02면

금정구 방향 60㎞·북구 방향 80㎞ 산성터널 제한속도 ‘짝짝이’
부산일보 06면
주의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교육청, 초·중·고교 수학여행비 지원

부산일보 08면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 우예종 전 BPA 사장 급부상

부산일보 17면

“부산사업 국비 힘 좀 보태주이소”

국제신문 01면

‘동래’ ‘부전’ 동해선-도시철도 역명 같아 외지인 혼선

국제신문 02면

부산 법인택시 불량 번호판·미터기 수두룩

국제신문 10면

뚝 떨어진 부산 집값…8월 0.23% 하락 ‘올해 최대’

부산일보 01면

시, 부산공동어시장 공기업화 재추진

부산일보 01면

부산 롯데타운, 주거시설 허가 위해 10년 끌었나

부산일보 03면

부산 중기, 말레이시아 시장 본격 공략

부산일보 17면

부산 조선해양·車 R&D 새 심장 뛴다

국제신문 01면

산학연 뭉쳐 부산 미래 먹거리 산실로… 네트워크 강화 ‘관건’

국제신문 03면

척박한 환경에 부산 649곳 중 34% 사업 접어… 생존한 조합도
국제신문 06면
‘골골’
부산관광공사 여행기획전 참가업체 모집

국제신문 12면

협치한다던 오거돈 시장·野 국회의원 ‘신공항’ 거론되자 협치
부산일보 03면
사라지고 갈등
‘대세 vs 이변’ 시당위원장 판세 ‘팽팽’

부산일보 05면

김세연 차세대 리더 부상이냐, 원외 정오규 반란이냐

국제신문 05면

부산시·한국당 만나 국비확보 협조·상설협의체 합의

국제신문 04면

영화도시 부산의 말뿐인 영화정책

부산일보 01면

부산영상위 운영위원장 김휘 영화감독 내정

부산일보 08면

‘개관 3달’ 부산현대미술관, 지역 작가 국제교류 길 틔워

부산일보 20면

부산시향의 ‘투 톤 컬러’ 공연에 초대합니다

부산일보 20면

네오필 ‘페르귄트의 귀향’, 5일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일보 20면

부산영상위 운영위원장 김휘 영화감독 내정

국제신문 02면

BIFF에 약속한 1000억, 문화기금으로 전환

국제신문 01면

鐵 생산공장이던 F1963, 철과 사람 조명하다

국제신문 22면

가을 문턱, 영화 이야기로 무르익는 부산

국제신문 22면

남구

부산 남구 모 중학교 학생 등 188명 ‘집단 식중독’

부산일보 10면

동구

동구청장 “박재혁 의사 벽화 즉시 복원”

국제신문 09면

서구

前 부산 서구청장 인척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확산

부산일보 07면

연제구, 길거리 흡연시설 추진

부산일보 10면

해운대구, 재활용 자동화로 인력수급 해결

국제신문 09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연제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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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9/5

보도내용

출처

부산 지자체 ‘싱크홀’ 자료마저 ‘구멍’

부산일보 02면

“부산을 아시아 중심도시로” 오거돈 시장 ‘도시 외교’ 드라이브 부산일보 06면

부산 시정

올여름 부산 7개 해수욕장 범죄 대폭 감소

부산일보 10면

부산 해수욕장 5대 범죄 올해 43% 급감

국제신문 08면

吳 시장, 머스크그룹 부산항 투자 요청

부산일보 22면

북으로 남으로… ‘부산 도시외교’ 외연 넓힌다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내달 맞춤형 새 저출산대책

국제신문 01면

부산시도 ‘학교 밖 돌봄센터’ 만든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남방·남북경협 시·종점 역할 中 북방도시와 공조 대책은
국제신문 03면
빠져
부산 원자력의학원, 러 중증 암 환자 원격 진료 나선다

부산일보 08면

부산 서비스업, 생산성·일자리 질 모두 낮아

부산일보 19면

거래소, 지역기업 상장 ‘맞춤 지원’ 나서

부산일보 19면

북항 재개발 구역 상업·업무지구 2만 9436㎡ 매각

부산일보 19면

부산시, 글로벌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

부산일보 20면

부산경제 떠받치는 서비스업, 양질 일자리는 빈약

국제신문 12면

대형 투자자문사 잇따라 부산 상륙

국제신문 13면

부산중기청, 2차 수출성공패키지사업 66개사 선정

국제신문 14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탄력’

부산일보 01면

“중앙당과 시·도당 사이 분권 취약, 체질 바꿀 것”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부산시당대회 5일 개최

부산일보 05면

이헌승 “시민 마음 잡을 의정활동 전념할 것”

부산일보 05면

장제원 정부엔 ‘독설가’로, 부산엔 ‘해결사’로

국제신문 04면

BIFF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

부산일보 01면

BIFF 화합·스킨십 내세워 새 출발

국제신문 01면

생곡자원순환단지 공공성 강화 시민대책위 출범

부산일보 10면

시민단체, 생곡재활용센터 모니터링 강화

국제신문 08면

시민 공모 ‘051영화제’ 8일 수상작 발표

국제신문 18면

부산시향 슈트라우스 교향시에 두 번 빠져든다

국제신문 19면

부산오페라하우스 잇단 찬반 시민운동

국제신문 19면

기장군

‘민주당 꼼수’ 논란 기장군의회 무슨 일?

부산일보 09면

동래구

동래구 ‘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 8일 온천천 카페거리로
부산일보 10면
오세요~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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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출처

온천2구역 ‘문화재에 발목’ 분양 연기…속타는 시공사

국제신문 02면

전포카페거리 ‘둥지 내몰림’ 조례로 막는다

부산일보 08면

서면 ‘플라스틱 무덤’ 사라지고, 유통가 텀블러 판매 급증

국제신문 06면

서구청장 “모든 것이 제 불찰” 다이빙 사고자에 ‘늑장 사과’

부산일보 02면

“주거지 인근에 해경 탄약고라니” 영도 청학동 주민 반발

국제신문 06면

“부산항 북항 1부두 원형 보존”

부산일보 02면

‘1부두’ 원형 보존키로 결정 북항재개발 큰 그림 바뀐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BRT 운명, 내달 10일 결정

부산일보 03면

BRT 운명 시민손에… 표본 150명이 다수결로 결정

국제신문 06면

부산 중·고교 4곳 동시 식중독… 급식 관리 ‘비상’

부산일보 09면

부산·경남 7개 중고교 동시다발 식중독

국제신문 08면

부산서도 신축공사 옆 건물 갈라짐 현상

국제신문 07면

부산 ‘제한속도 하향’ 체증개선 효과 조사

국제신문 08면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선출 개혁하라”

부산일보 06면

부산,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 글로벌시장 선점 나선다

국제신문 12면

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세연 선출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시당위원장 김세연… “부산서 보수 재건하겠다”

국제신문 04면

부산 출신 전직 국회의장 3인방 왕성한 활동 ‘눈길’

부산일보 05면

PK 여야 “수도권의 조직적 반발은 대한민국 망하자는 것”

국제신문 03면

“吳 시장 체제서 영화정책 ‘민·관 협치’는 말뿐인가”

부산일보 23면

명품 남성 4중창 ‘포르테 디 콰트로’, 부산 단독 콘서트

부산일보 23면

오페라하우스 건립 놓고 시민 갑론을박

국제신문 03면

‘피란수도 부산’ 노래 이야기로 시민한마당

국제신문 07면

이중섭 은지화 전시 때도 항온·항습 소홀한 부산시립미술관

국제신문 21면

김해신공항 계획 ‘V자 활주로’ 그대로?

부산일보 01면

김해공항 확장, 소음·활주로 대책 다시 수립

국제신문 01면

남구

부산 대연동 대단지 아파트 도시가스관 균열 가스 누출

부산일보 10면

동래구

재개발·도시재생 뉴딜… 동래, 신흥 주거지로 다시 뜬다

부산일보 18면

부산 서구청 75층 복합청사 개발 ‘보류’

부산일보 08면

반송 Blank 플랫폼?… 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국제신문 02면

낙동강 하굿둑 수문, 올 하반기 시범 개방

부산일보 01면

‘초코케이크 식중독’ 확산… 부산서만 600명 육박

부산일보 09면

부산진구
서구
영도구

9/6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김해 신공항

서구
해운대구

9/7

보도내용

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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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케이크 식중독’ 전국 1300명 의심증세

국제신문 08면

“부산도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하라”

국제신문 05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참신한 국민 아이디어 주세요

부산일보 16면

예탁결제원, 부산화 핵심 인프라 구축 속도 낸다

부산일보 17면

항만 관련 우수 업체, 부산시가 인증·지원한다

부산일보 18면

부산 금융경쟁력 추락에도 금융위 뒷짐

국제신문 13면

남기찬 BPA사장 북항재개발 속도낼까

국제신문 16면

신항에 수입중고차 분해·재수출 기업 유치

국제신문 16면

與 공공기관 이전 등 PK 민심 공략 ‘올인’ 한국당은 무대책

부산일보 05면

PK 한국당, 다음 이슈는 ‘당협 위원장 정비’

부산일보 06면

김해영 의원-김석준 교육감, 부산 교육정책 논의 간담회

부산일보 08면

“우리 딸, 놀이터에 ‘말’ 타러 갈래?”

부산일보 19면

‘2018 부산비엔날레’ 서부산권 시대 활짝 열렸다

부산일보 23면

“부산에 오페라하우스보다 건강한 문화생태계가 급해”

부산일보 23면

지도로, 버스로 돌아본 ‘부산’ … 부산비엔날레 지역출신 작가
국제신문 18면
눈길
국토부 ‘김해신공항 용역’ 지역 목소리 무시했다
김해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정부안 부산 “안전성 등 미흡”
비판 피하려 원안 ‘찔끔’ 수정… 국토부는 확장 강행 의지
중구

9/10

부산일보 01면
국제신문 01면
국제신문 03면

낡은 원도심 중구 영주동 일대 ‘공유형 新주거문화 클라우드’로 부산일보 10면
부산시-현대차 수소차 보급 협약

부산일보 10면 종합

내년 수소차 200대 보급 부산시, 구매보조금 지급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내년 부산항 북항서도 유람선 뜬다

부산일보 22면 경제

본보 애독자 통큰 결단에… ‘안창마을 119’ 희소식

부산일보 12A면 사회

부산복지개발원장 최종후보 2인 김종윤 전임 원장 ‘셀프추천’
국제신문 06면 사회
논란
부산 시정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자살예방사업 유공단체 선정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발연 해외출장 심사 외부인사 참여한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관공서 카페는 여전히 ‘일회용 컵’ 제공

국제신문 07면 사회

진주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절대 안돼”

경남일보 05면 사회

유서 깊은 부산 골목길, 특색 살려 ‘유망상권 변신’

문화일보 14면 전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 우선 협상 대상자에 부산하버
파이낸셜 26면 부산
플래그 선정
길 좁고 정체 심한 부산 오토바이 119구급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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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02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 기초지자체 무상급식·교복지원 늘린다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부울경본부 출범

국제신문 22면 인물

“4차에 내 자리 있나” 현실이 된 생존 경쟁

부산일보 01면 종합

앞만 보고 가는 ‘변화’, 뒤처지는 옆 사람도 돌아봐야

부산일보 03면 특집

“기술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뀌는 변화”

부산일보 03면 특집

해제되면 주택시장 살아나지만 무주택자 ‘내 집’은 더 멀어져

부산일보 20면 부동산

주문 생산자 넘어 빅 브랜드 연구·생산 파트너로

부산일보 04면 특집

“현지 사람 아껴야 성공… 친환경 시대 대비해야”

부산일보 04면 특집

‘더 빠르게’ 첨단 기술로 세계 1위 도약 준비

부산일보 05면 특집

“패스트 패션 유행 맞춰라” 업계는 지금 스피드 전쟁

부산일보 05면 특집

부산도 껍데기뿐인데, 제3금융도시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10년간 건물만 휘황찬란… 부산 만의 금융 미래전략 시급

국제신문 03면 종합

괴정 5구역 재개발, 결국 대기업 ‘독식’

국제신문 12면 경제

“초소형 전기차 외출 힘든 노년엔 효자 같은 존재죠”

국제신문 10면 기획

“4차 산업혁명, 비빔밥 같은 융·복합이 성공 관건”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산 도심 철도유휴부지에 주택공급 늘려야

국제신문 14면 부동산

노인의 삶 충전하는 ‘꼬마 차 셰어링’

국제신문 10면 기획

지방 주택시장은 ‘한계 상황’ … 8월 분양아파트 70% ‘청약
문화일보 18면 경제
미달’
부산 해운항만 산업에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국제신문 16면 농수축
산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기준 완화해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대, 부산에코델타시티에 기술 지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지역 현안 해결 능력’ 시험대 오른 집권 여당 부산 민주당

부산일보 08면 정치

친·인척 & 선거캠프 출신 ‘서병수 사람들’ 총선 행보 강화

부산일보 08면 정치

경제난·PK 패싱에 文 떠나는 지역 민심

부산일보 06면 정치

“공공기관 이전하면 서울 황폐화” 김성태 발언에 부산시당
부산일보 08면 정치
속앓이
부산 정치

40년간 관공서 새마을기 적폐인가, 발전 상징인가

부산일보 13면 사회

선거 파행 이어 노사 갈등… 엎친 데 덮친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일보 19면 경제

공동어시장 파행 해결, 해수부가 나서라

국제신문 16면 농수축
산

한국당 당협 당무감사 한다 부산 원외 거취·인적쇄신 관심

국제신문 04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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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한국당 지방조직 재정비… 수도권·부산 복당파 3인 눈길

아시아투데이 05면 정
치

“옮겨올 공공기관 품자”…발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들

서울경제 33면 전국

‘2018 부산비엔날레’ 감상 중입니다

부산일보 13면 사회

BIFF, 관객 참여 ‘주문형 테마 영화제’ 신설

부산일보 10면 종합

글로벌 여행 정보 한자리에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국제드래곤보트대회

부산일보 24면 스포츠

산복도로의 삶과 문화를 비추다

부산일보 26면 문화

부산 ‘미술의 바다’ 열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냉전부터 심리·정치적 분리까지… 현대사회의 분열을
국제신문 19면 문화
이야기하다

부산 문화

메르스

김해 신공항

현대미술의 2색 바다가 부른다…

경향신문 22면 문화

‘미술의 바다’ 부산비엔날레 65일 대장정 개막

국민일보 종합

경계 또는 분리

서울신문 25면 문화

분열·갈등 넘어 ‘연결’에 포커스

세계일보 21면 문화

여기,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려는 몸부림

조선일보 20면 문화

벼락치기 비엔날레…미술계 흔들 새 담론은 어디에

한겨레 22면 문화

‘주제는 경계’로 똑같지만… 접근 방법은 따로

한국일보 23면 문화

북항에도 관광유람선 뜬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비엔날레 65일 항해 닻 올려

리더스경제12면 문화

감만 창의문화촌에서 즐기는 도심 속 휴식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갈등을 넘어선 세상을 꿈꾸는 예술

매일경제 34면 문화

도심 속 해양레저, 내맘대로 몽땅 즐기자

파이낸셜 26면 부산

부산시, 메르스 환자 밀접 접촉 2명 격리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긴급 방역대책반 가동… 앞으로 2주가 고비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 1·경남 2명 메르스 환자 접촉 확인

국제신문 01면 종합

3년 전 메르스보다 빠른 대처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메르스 밀접·일상접촉자 14명 집중 관리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울경-국토부, 신공항 공동검증단 구성 합의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 안전·소음 문제 등 독자 검증”

한겨레 13면 전국

신공항 공동검증단 구성 합의

경남매일 02면 종합

김해新공항 건설 검증委 만드나 부·울·경 “총리실 산하에” 제안 문화일보 14면 전국
바버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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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하는 부산 동네 이발소 ‘바버숍’으로 변신

경향신문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조정지역
양도세

보도내용

출처

부산 동네이발소 ‘바버숍’으로 바뀐다

서울경제 33B면 전국

“아저씨, 이젠 미용실 가지마세요”

경남일보 07면 자치의
정

바버숍 변신한 ‘동네이발소’ 기대하세요

파이낸셜 26면 부산

“조정지역 양도세 강화, 부산은 제외를”

부산일보 09면 종합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강화 제외 요청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조정대상지역 7곳 양도세 규제 멈춰달라”

파이낸셜 26면 부산

“부산 부동산 침체 심각… 양도세 강화 웬말” 반발

리더스경제 07면 부동
산

‘케이크 집단식중독’ 달걀흰자 문제 추정
집단 식중독
‘식중독 케이크’ 원인은 살모넬라 톰슨균
사태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살모넬라균이 원인

국제신문 07면 사회

휴대전화 통화 데이터 분석해 고독사 막는다
부산시
고독사
부산시, 고독사 예방 ‘문안 서비스’ 시작
예방 서비스 부산시, 휴대전화 통화 분석해 고독사 예방

국민일보 13A면 사회

부산시 “내년부터 A매치 유치”

부산일보 24면 스포츠

경기장 공연 때문에 또 축구 A매치 걷어찬 부산시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내년 축구 국제대회 유치 추진

파이낸셜 01면 종합

“복지 패러다임 변화 주도적 역할 기대”

부산일보 02면 특집

부산 첫 초·중 공공 통학버스 달린다

부산일보 10면 종합

“경로당 사각지대 사연 더 다뤄 줬으면”

부산일보 02면 특집

차 없는 ‘덕천 젊음의 거리’로~ 부산 북구청 ‘노잼 행사’ 없앤다

부산일보 13면 사회

사상구

“낮은 곳, 작은 목소리 계속 귀담아 주세요”

부산일보 02면 특집

수영구

부산 민락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연제구

부산 연제구, 자원순환의날 대통령 표창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산서 고리원전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부산일보 14면 지역

부산 내일부터 대규모 방사능 방재 훈련

국제신문 08면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화

부산일보 10면 종합

수당 받으려 ‘편법야근’… 시 체육시설사업소 무더기 적발

국제신문 06면 사회

만덕터널 20년 묵은 체증 풀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행복한 임신·출산, 똑소리 나는 육아정보 한자리에

국제신문 22면 건강

대구·인천서 무산된 퀴어축제, 부산서 열릴까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번에도 관피아?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시립미술관 조례 어기며 민간단체 고액강좌에 ‘대관 특혜’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시
A매치
유치 선언
금정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9/11

부산 시정

세계일보 12면 사회
경향신문 11면 사회
서울경제 33B면 전국
파이낸셜 26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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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셀프추천 논란 김종윤 전 복지개발원장 후보 사퇴

국제신문 06면 사회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과 이원대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리더스경제14면 인물

부산, 추석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파이낸셜 24면 부산

12세 아동까지 대상 확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파이낸셜 24면 부산

부산 동·서 관통 ‘산성터널’ 18일 개통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 스타트업 ‘휴대용 살균기’ 美서도 통했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스타트업 ‘플랑’ 부산창업대회서 최우수

국제신문 11면 경제

한일터널연구회 10주년 내일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제신문 08면 지역

중국인 발길 끊으니 부산 크루즈 관광 ‘휘청’

국제신문 11면 경제

“신발소재는 기술개발이 생명… 소비자 수요 충족 주력”

국제신문 12면 기획

베트남·인도네시아로 진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

국제신문 12면 기획

돈·물건 대신 사람이 우선인 ‘착한 경제조직’

국제신문 16면 교육

러시아 병원서 모니터 켜자 부산 명의들이 원격진료

중앙일보 18면 전국

부동산 광풍 잦아들만하니…규제 풀려는 부산시

한겨레 14면 전국

온난화의 역설… 러시아판 수에즈 운하 북극항로 뚫리나

한국일보 17면 국제

부산 벤처기업 2곳 투자유치 ‘대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그늘’… 부산 급증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상반기 부산 찾은 크루즈 관광객 31% 감소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현역·정치 지망생까지 ‘사하구 선점’ 뜨거운 총선 예비전

부산일보 08면 정치

당무감사 앞둔 PK 한국당 원외위원장, 대외활동 잰걸음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의회 개방 의도 좋지만 상임위 방청석 좌석 추가 논란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여야의원 “추가 지정 반대”…

국제신문 03면 종합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내달 11일 선출

국제신문 01면 종합

與 ‘혁신도시 시즌2’ 대못박기…

국제신문 05면 종합

PK 찾은 이해찬 ‘선물 보따리’ 잔뜩 풀며 구애

국제신문 06면 정치

서병수 전 부산시장, 경찰 소환되나

내일신문 04면 행정

오거돈 시장 “BIFF 재도약” 서울 영화인 간담회

부산일보 10면 종합

오거돈 시장 잇단 서울행… BIFF 범영화계 협조 이끌어

국제신문 04면 종합

“BIFF 재도약 노력”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국립대 1호 ‘부산대 여성연구소’ 30주년 맞이 학술제

부산일보 13면 사회

부산 발달장애인 다룬 연극, 경기서만 공연하는 까닭은

국제신문 02면 종합

백사장 침식 백사장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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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동남권
신공항

보도내용
침식 가속화 임랑해수욕장 30여 년 만에 폭 절반 줄어

부산일보 02면 특집

난개발 그늘, 해안의 역습 - 3 해안 침식, 되살아나는 악몽

부산일보 04면 특집

자연방파제 역할 하는 백사장 사라지면…

부산일보 05면 특집

송정 해안 침식 속도 빨라져, 수상레포츠 동호인도 ‘송정 이탈’

부산일보 04면 특집

“신공항 검증 최종 판단, 국토부 손 떼라”

부산일보 01면 종합

총리실에 힘 실리는 ‘신공항 향방’, 지역 여론도 힘 실리나

부산일보 09면 종합

김해시의회, 공항 확장안 규탄 결의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울경, 김해공항 확장 별도 실무검증단 구성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울·경 “정부, 김해신공항 검증기구 조속 구성”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울·경, 총리실에 신공항 검증위 설치해 달라

국민일보 12면 사회

김해신공항 쟁점사항 철저히 검증해야

동아일보 18D면 부산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신공항사업 모두 진통

한겨레 06면 종합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실무검증단’ 구성

한국일보 16C면 부산

신공항 원안 강행 반발 김해시의회, 비난 결의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김해신공항 검증기구 정부가 신속히 구성을”

서울경제 32B면 전국

경부울, 김해신공항 재검토 ‘마지막 승부수’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V자 활주로 강행’ 일파만파 시의회·시민단체 반발 거세

경남도민일보 02면 정치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실무검증단’ 구성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경부울 “김해신공항 국토부와 공동검증하자”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시의회 “국토부 활주로안은 시민 배신행위”

경남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추진

경남일보 06면 자치

“경부울, 신공항 국토부와 공동 검증”

경남일보 02면 종합

“소음대책 없는 신공항 전면 재검토돼야”

경남일보 05면 사회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속도 내는 검찰, 머뭇거리는 부산시
전통시장
특별법

웹툰
페스티벌

부산
비엔날레

출처

부산일보 12면 사회

전통시장 특별법 16년 ‘절반의 성공’

부산일보 01면 종합

곤두박질 멈춘 매출… ‘밑 빠진 독 물 붓기’ 아니다

부산일보 03면 특집

“가격 몇백 원 싸다고 시장 찾지 않아”

부산일보 03면 특집

부산웹툰페스티벌 14~16일 개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국내외 웹툰작품 한자리 … 부산으로 오세요

파이낸셜 24면 부산

부산, 영화 이어 ‘웹툰도시’ 도약 꿈꾼다

문화일보 17면 전국

독특한 콘셉트와 구성으로 통일 독일과 북한을 말하다

부산일보 23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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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3대 비엔날레의 변신… 실험적 서울, 산만한 광주, 확 줄인
국민일보 19면 방송
부산

메르스

골목상권
재개발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

9/12

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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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주제-시간 부족… 비엔날레 딜레마

동아일보 24면 문화

가을, 예술로 물들다

파이낸셜 27면 문화

부산 메르스 일상접촉자 13명 ‘집중 관리’

부산일보 02면 특집

부산시, 메르스 밀접·일상접촉자 14명 집중 관리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메르스접촉자 1명 격리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밀접접촉자 전원 자택격리… 전국 지자체 방역대책 총력전

파이낸셜 06면 사회

부산 중·남구 골목상권 새롭게 바뀐다

리더스경제 05면 경제

99번길·목공골목 환경개선 부산 옛 골목상권 되살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골목의 재발견’ 상인주도형 상권회복 추진

헤럴드경제 사회

남구, 어린이집 통학차 선팅 전수조사

국제신문 06면 사회

여성·청소년·노인 야간 귀갓길 3인 1조 스카우터가
부산일보 13면 사회
동행합니다
호텔 하나에 프런트는 2~3개, 숙박객 혼란 늘고 있다

부산일보 10면 종합

서민의 발 마을버스, 최저임금 후폭풍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 본사 금융 공기업, 부산 출신 비상임이사·감사는 ‘소수’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지반침하 1년 새 5배 급증

부산일보 09A면 종합

전국 곳곳에 싱크홀

문화일보 10면 기획

부산시 예산 대비 교육투자율 17개 시·도 중 15위

부산일보 10면 종합

부산시 교육예산 비율 전국 15위

국제신문 02면 종합

권역응급센터 부산대병원 결국 빠졌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벌레 득실대는 ‘나라미’… 두번 우는 기초수급자

국제신문 06면 사회

노인 보행 중 교통사고, 1위는 부산 부전시장

경향신문 11면 사회

부산시장 관사 ‘외교의 장’ 활용된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37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신설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

파이낸셜 27면 부산

시민이 만드는 ‘부산찬가’ 뮤직비디오

리더스경제 14면 인물

부산 찬가 뮤직비디오 제작 부산시 SNS 콘텐츠 공모전

파이낸셜 27면 부산

부산 이전공공기관 “따뜻한 추석 보내세요”

파이낸셜 27면 부산

부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파이낸셜 27면 부산

스마트 에코델타시티 아이디어 공모

경남도민일보 09면 경
제

1300리 낙동강, 1300만 생명의 물길로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공장 휘감고 아래로 흐르는 젖줄 윗물부터 썩고 있다

부산일보 04면 특집

연근해 어업 위기, 인공어초 설치로 해소한다

부산일보 22면 경제

현대로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차량 수주

부산일보 18면 경제

도시정비사업 낄 틈 없는 향토건설사

국제신문 01면 종합

용적률 인센티브 ‘미미’…브랜드 격차도 커 컨소시엄 꺼려

국제신문 03면 경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접수

국제신문 14면 기업

‘금융도시 부산’ 민관학 거버넌스 설립

국제신문 03면 경제

집값 비싼 동네, 주택보급률 100% 넘었다

경향신문 07면 부동산

해운항만 우수기업 인증 부산테크노파크 홍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금융도시 부산 새로운 길 찾기

파이낸셜 01면 종합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현안 해결 민주-부산시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내달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부산일보 18면 경제

기재부 “10월까지 일자리예산 19조 모두 집행”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사장 내달 11일 총회서 선출

부산일보 22면 경제

부산 본사 금융 공기업, 부산 출신 비상임이사·감사는 ‘소수’

부산일보 03면 종합

여고생 책상 앞가림판 논란 속 부산시의회 설치예산안 가결

국제신문 05면 종합

“정책적 유연성·젊은 세대 지지 회복 최우선 과제”

국제신문 25면 인물

후보들 ‘얌체짓’, 유세차 기사들 ‘분통’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파이낸셜 27면 부산

PK 찾은 이해찬 ‘선물 보따리’ 잔뜩 풀며 구애

문화일보 06면 정치

서병수 전 부산시장, 경찰 소환되나

내일신문 04면 행정

“루마니아 지휘자 아드리안과 유럽식 합창 기대하세요”

부산일보 24면 문화

바다 쓰레기 줍고 에코백도 받아 가세요

부산일보 13면 사회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사업 부산시-시의회 예산 삭감
부산일보 08면 정치
신경전
“부산영상위 운영위원장 선임, 공정한 추천·검증 절차 필요”
부산 문화

부산일보 09면 종합

어른도 설레는 웹툰축제… 레전드 작품·굿즈에 작가들 입담은
국제신문 19면 문화
덤
아세안문화원 ‘놀이하는 아세안’展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내달 개막 부산국제영화제… 세계 첫 상영작 115편 등 ‘풍성’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부산시립합창단 선사하는 비발디 ‘글로리아’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부산, 영화 이어 ‘웹툰도시’ 도약 꿈꾼다

문화일보 17면 전국

부산영화제 독립영화 시상 확대

파이낸셜 27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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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동남권
신공항

산성터널
개통

보도내용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국가 사적 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가 존망의 기로서 컨트롤타워 수행 ‘역사적 무대’

부산일보 24면 문화

소음감지 단 1회… 그마저도 ‘잡음’

경남신문 01면 종합

항공기 소음 측정값 엉터리

경남신문 02면 종합

산성터널 ‘접속도로 통행방식 확정’ 18일 개통

부산일보 02면 종합

화명~장전 ‘산성터널’ 18일 개통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창업 3년미만 소상공인 부산, 1%대 자금 지원

리더스경제01면 종합

화명동~장전동 잇는 산성터널 개통

파이낸셜 27면 부산

부산시 ‘산성터널’ 18일 개통

경남도민신문 08면 사회

부산 산성터널 18일 개통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 금정산 산성터널 18일 개통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은행, 4억 원 전통시장 상품권 기부

부산일보 28면 인물

BNK부산, 전통시장 상품권 4억원 전달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은행 부산은행, 부산시에 전통시장상품권 4억 전달
상품권 기부 BNK부산은행 부산시에 전통시장 상품권 4억 전달

소상공인
지원책

출처

머니투데이 25면 인물
파이낸셜 11면 금융

부산銀, 부산시에 전통시장 상품권 4억 전달

한국경제 14면 금융

부산銀, 부산시에 전통시장 상품권 4억원 전달

경남도민신문 11면 경제

창업 초기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지원

부산일보 19면 경제

내년부터 창업 초년생에 금리 1% 자금 지원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시, 소상공인 전면 지원 나선다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산, 창업 소상공인에 1%대 저금리 자금 지원

매일경제 30면 전국

부산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로 자금 지원

파이낸셜 01면 종합

조선해양 “조선해양기자재업 살리자” 부산시, 특별대출 지원 건의
기자재 특별 부산시, 조선해양 기자재 특별대출 지원 건의
대출 지원 부산시 “조선업 불황 극복” … ‘특별대출’ 건의

부산일보 22면 경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파이낸셜 27면 부산

아 시 아 드 CC · 벡 스 코 · 경 제 진 흥 원 부 산 시 경 영 실 적 평 가
부산일보 09면 종합
부산시 기관 ‘최고등급’
경영실적 아시아드CC·경제진흥원 등 7곳 경영평가 최우수
국제신문 06면 사회
평가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경제진흥원 등 7개 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기장군

“동남권산단 조성·기장형 애자일 행정에 총력”

한국일보 13C면 부산

동구

매축지마을 재개발 소송에 발목잡히나

국제신문 08면 사회

중구

“현장에 답 있다… 구민과 직접 소통, 새로운 중구 만들겠다”

리더스경제 03면 기획

부산시, 옛 해운대 철도역 정거장 부지도 공원화 추진

국제신문 09면 지역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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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9/13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도심 경부선 지하화’ 청신호 켜졌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남해안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지역 균형발전 이끌겠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자율주택정비 활용 주민에 이주비용 융자 등 지원 강화

국제신문 13면 경제

원전훈련 안 오는 원안위 지휘권 지방이양론 대두

국제신문 08면 사회

80대 노모까지 직원 둔갑…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시내버스

부산일보 09면 사회

친척을 직원으로 둔갑… 시내버스 대표 보조금 수십 억 빼돌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해안 침식 충격… 대책 마련하라”

부산일보 01면 종합

환경부 장관·영남 5개 시도지사 ‘낙동강 물 회동’ 다시 급물살

부산일보 04면 정치

시교육청·기초단체 부산교육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전기요금 감면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취약계층 55만 명

부산일보 08면 종합

BIFC에 블록체인 특구 ‘부산형 금융 모델’ 구축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시, 문현금융단지를 금융중심지로

경남매일 07면 지역

‘쫓겨나는 알바’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악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시 지방세 납부 SSG페이 결제 가능

부산일보 16면 경제

“코스콤·예보 오라” 부산 유치에 사활

국제신문 01면 종합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금융의 미래 있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금융과 ICT의 융합 가속화… 후발주자 부산에 더없는 기회”

파이낸셜 02면 종합

“금융과 배후산업 연계해 성공한 광저우 벤치마킹하라”

파이낸셜 08면 금융

“해양금융 강점 살리고 핀테크 산업 확장을”

파이낸셜 08면 금융

“부산, 세계 금융중심지로 도약 글로벌 금융인재 양성에
파이낸셜 08면 금융
달렸다”

부산 정치

“정책·산업·교육 등 소프트웨어 자원 개발해 인재 불러야”

파이낸셜 09면 금융

“부산을 금융인 5만명 일하는 글로벌 허브로 육성”

한국경제 14면 금융

“한국-일본 해저터널 개통 땐 생산유발 91조 7380억 달해”

국제신문 09면 사회

경남 달려간 오 시장, 이해찬 대표에 ‘1시간 승용차 설득’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특위, 출발부터 삐끗

부산일보 05면 정치

민주당 ‘20년 집권론’ 교두보 PK 찾아 구애

경향신문 08면 정치

전국 돌며 ‘선물 보따리’ 뿌리는 이해찬

조선일보 08면 정치

PK 찾은 이해찬 “부산·경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한국일보 05면 정치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

경남매일 02면 종합

민주당 “정부, 추가 지방이전 公기관 분류작업 착수”

국제신문 02면 종합

‘PK 표심’ 최고위원은 김해영, 당 대표는 안갯속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산 내 ‘민주 텃밭’ 강서에서 여당 인사들 묘한 힘겨루기

부산일보 05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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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산성터널
개통

메르스

보도내용

출처

‘野性’ 드러낸 한국당 PK 정치권, 정부·靑 견제 행보

부산일보 05면 정치

온 가족이 ‘웹툰’으로 재밌게 놀자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 문화콘텐츠 가능성 무한”

부산일보 31면 인물

어설프거나 어긋나거나… 문화정책 ‘OK’ 받으려면

부산일보 23면 문화

부산문화연대, 15일 문화나눔콘서트 개최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史蹟 지정예고

문화일보 23면 문화

18일 개통 앞둔 산성터널

부산일보 01면 종합

장전→화명 ‘5분 통과’ 화명→장전 ‘체증 우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산성터널 18일 개통

국제신문 01면 종합

30분 걸리던 ‘화명~장전동’ 직통으로 6분 만에 주행

국제신문 02면 종합

메르스 추가 환자 5일째 ‘잠잠’… 안정기 접어드나

부산일보 06면 종합

한숨 돌린 메르스

국민일보 10면 사회

한밤중 메르스 의심 신고하자 市 대책팀장 “1339 전화해라”

부산일보 06면 종합

메르스 의심 신고에 “1339로 전화하라”는 부산시

국제신문 08면 사회

한밤 메르스 신고… 담당 공무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14면 사회

시속 50㎞ 제한 너무하다고요? 60㎞ 때와 시간 차 별로 없어요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시 시속 도심 시속 10㎞ 낮춰도 주행시간 차이없어
50km/h 부산 도심 차량 제한속도 시속 10㎞ 낮춰도 단 2분차
제한
부산, 제한속도 낮춰도 통행시간 영향 없었다

창업지원
시설

한겨레 13면 전국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시내 모든도로 최고제한속도 시속 60㎞ → 50㎞”

문화일보 02면 종합

부산 창업지원시설 2023년까지 70곳으로 확충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창업지원시설 2023년까지 70개소로 확대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시·시의회,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책임감 보여라”

부산일보 06면 종합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大法 심리’ 다시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부산은행, 어려운 계층에 전통시장 상품권 4억 지원
부산은행
“축구축제된 칠레전, 그래서 더 아쉬운 부산 A매치 무산”
상품권 기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소외계층 돕고 시장도 활성화해요”

문화일보 14면 사회
내일신문 01면 종합
국제신문 25면 인물
국제신문 22면 스포츠
경남신문 15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계산 오류에다 공표는 측정 석달 뒤에나…

경남신문 06면 사회

금정구

일방통행 범어사 하행 구간 10월부터 양방통행로 개통

부산일보 10면 사회

“생태계 교란 가능성 큰데…” 화명생태공원 ‘뱃길’ 논란

부산일보 09면 사회

만덕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선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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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0면 지역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중구

9/1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모든 수산물 한 곳에서’ 자갈치건어위판장 개장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시 창업지원시설 70개소로 늘려

서울경제 33B면 전국

민자로 공원 만들자니 곳곳 파열음

부산일보 02면 종합

벡스코 신임 감사 전세표 경영본부장에 이병도 씨

부산일보 17면 경제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상품까지 버젓이…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 기초의회 4곳, 올해 혈세낭비 해외연수 안간다

국제신문 46면 사회

옥외족욕탕서 구청장 홍보물 튼 공무원 송치

국제신문 07면 사회

돌보미 신청 3개월 대기… 보육공백 메우려면 휴가·조퇴해야

국제신문 08면 기획

공공 산후조리원은 설립 불가능… 관련법도 모르고 공언

국제신문 08면 기획

에코델타도 5G 기반의 교통·금융·에너지 스마트 도시

국제신문 14면 기획

생태교란 식물에 낙동강 하류 몸살

경향신문 14면 전국

축산물 유통업체 등 31개소 적발

경남매일 05면 사회

주행시간 차이 없고 사고위험 크게 줄어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 지자체 첫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 징수 나서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5~6개로 통합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형화로 글로벌 도약… 신항에 국적선사 거점 확보도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항 11개 터미널 6,7개로 합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롯데, 오늘 부산서 채용설명회

부산일보 02면 종합

롯데그룹 20개 계열사 인사팀과 취업 상담하세요

국제신문 12면 경제

조선해운업, 정부 ‘지체상금’에 이중고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시, 북항 복합리조트 오픈카지노 사실상 배제 논란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중기제품, 까다로운 일본 소비재시장서도 통했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암 RNA·바이오 … 부산 미래 밝히는 혁신 R&D

국제신문 18면 IT

벡스코 임시주총서 함정오 사장 유임

국제신문 13면 경제

삼영엠티 생산성 20% 향상… 파나시아 불량률 147% 감소

국제신문 14면 기획

업계, 부산식약청에 “편파 판정” 반발

국민일보 14B면 사회

부산경제진흥원, 경영평가서 최고등급

매일경제 32A면 영남

미래 도시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이끌다

한국경제 B07면 경제

“수소가 미래 에너지해결의 해답” 한국도 수소경제현실화 큰
헤럴드경제 13면 경제
걸음
부산 정치

노기태 강서구청장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 논의”

부산일보 10면 사회

전재수-김세연 뜨거운 ‘개혁 경쟁’ 예고

부산일보 06면 정치

“공공기관 신설 때 소재지 심사를”

부산일보 05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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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출처

여야 PK 시·도당 앞길 난제 산적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상의 “제3 금융 중심지 조성 반대”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상의, 제3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반대

한국일보 14C면 부산

민주당 최인호·윤준호 ‘혁신도시 시즌2’ 전도사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다운 건축’ 찾아 가을소풍 떠나요

부산일보 25면 문화

가을, 부산 바다에 빠지다

부산일보 20면 관광

서면이 더 맛있어진다

부산일보 20면 관광

광안리 전체가 ‘달리는 상담실’… 학생도 교사도 즐거워

부산일보 22면 스포츠

“건강·긍정적 사고·능동적 실천이 행복 만들죠”

부산일보 27면 라이프

50억 들인 에코델타 전망대 ‘애물단지’

국제신문 07면 사회

‘균도 연극’ 부산서도 본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얼음 한번 타려 클릭전쟁까지… “빙상 꿈나무들 어쩌나”

국제신문 20면 스포츠

축구 봄날 왔는데 … A매치 경기장 구하기 ‘별따기’

국제신문 20면 스포츠

시 예산 없어 고등어 휴어제 도입 무산 위기

국제신문 02면 종합

4년 갈등 부산시-영화인연대 또…

한겨레 12면 전국

흥남철수작전 주역 ‘빅토리호’ 부산시가 인수?

경남일보 04면 사회

김정한 ‘사하촌’의 무대 범어사와 남산동

문화일보 31면 문화

정부 부동산 대책 또 지역 외면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벼랑 끝에 선 부산 부동산, 구하기는커녕 등 떠미는 꼴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침체된 부산, 조정지역 해제해야”
9·13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봉쇄… 1주택자도 사실상 금지
대책
조정지역 다주택 종부세 최고 3.2%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입주물량 2021년까지 청약조정지 집중

국제신문 03면 부동산

“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침체 부추겨”

문화일보 14면 전국

F1963,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

부산일보 02면 종합

복합문화공간 ‘F1963’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

국제신문 16면 문화

F1963 복합문화공간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동아일보 18D면 부산

사적 되는 부산임시수도 대통령관저

국민일보 25면 인물

한국전쟁 당시 부산 대통령관저 ‘사적’ 된다

동아일보 26면 문화

부산 대통령 관저 사적 지정 예고

조선일보 25면 문화

BNK 23년째 BIFF와 동행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에 7.7억 후원

머니투데이 29면 인물

F1963

임시수도
관저 사적
지정
BNK, BIFF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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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부산일보 04면 부동산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BNK부산銀, 부산국제영화제 7억7000만원 후원

경남일보 14면 방송

형제복지원, 31년 만에 다시 법정 갈 듯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국판 홀로코스트’ 31년 만에 피해자 인권유린 치유 규명

국제신문 05면 종합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만들겠습니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동래구

동래사적공원 민간개발 설명회 주민 반발로 또 파행

국제신문 07면 사회

연제구

“이마트타운 인허가 과정 뒷거래 의혹”

부산일보 09면 사회

메르스 신고 대응 매뉴얼 없어 ‘혼선’

국제신문 06면 사회

文대통령, 부산비엔날레 관람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웹툰페스티벌에서 즐겁게 놀자

국제신문 05면 사회

빅데이터로 미납세금 받아낸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스타트업·기업대표 투자 활성화 ‘맞손’

국제신문 09A면 경제

아파트 약세 틈타 단독주택의 반란

국제신문 01면 종합

1주택자 청약조정지역 대출까지 묶어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북구 환경미화원 채용규정 강화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증권박물관 전시물 구매 나섰다

국제신문 09면 경제

당협감사→위원장 교체→전대… 한국당 범보수통합 밑그림

국제신문 04면 종합

與 부산 서동·마산합포·양산갑 지역위 정비 착수

국제신문 04A면 종합

부산시 싱크홀 담당 지하안전팀장 순직

국제신문 05면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항, 물류허브 도약 구조조정

매일경제 08면 경제

전세계 華商 회장단 내달 4일 부산에 모인다

매일경제 09면 기업

부산 민간조직위 위원장직, 민간으로…

부산일보 13면 지역

오 시장 민간위원장직 대거 이양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도 ‘핑크라이트’ 도입

부산일보 12면 사회

혁신도시 이사 온 임직원 절반만 ‘가족 동반’

부산일보 09면 종합

“아이들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온 힘”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 대형 행사 유치에 한몫”

부산일보 29면 인물

2005년 U-시티 마스터플랜 구축한 ‘원조 지자체’

부산일보 05면 산업

지진 전담팀 없는 부산, 전문직도 1명뿐

국제신문 07면 사회

형제복지원
남구

9/15

9/17

부산 시정

中 “단둥-평양-서울-부산 연결”…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첫
동아일보 06면 국방
명시
“지방세 체납 꼼짝마”…부산시, 빅데이터로 회수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9월 재산세 171만 건 5065억 부과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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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마항쟁

보도내용
“해외연수 안 갑니다”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경진원 경영평가 ‘최우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높은 평가

부산일보 18면 경제

‘청년 일자리’ 청년이 찾는다

부산일보 12면 사회

고층 아파트 옥상 LED 전광판, 광고판 활용 가능?

부산일보 12면 사회

기장 바다 ‘갯녹음’ 심화 해조류 어장이 사라진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불법조업, 해상 단속보다 육상서 관리”

부산일보 22면 경제

헌 집 안 팔리는데… 새집 당첨돼 봐야 ‘그림의 떡’

부산일보 04면 부동산

종부세 인상, 부산에선 ‘찻잔 속 태풍’

부산일보 04면 부동산

첨단기술 집약 ‘에코델타시티’에 ‘아파트 도시’ 불안감도

부산일보 05면 산업

9·13대책, 분양·입주 연쇄 충격파

국제신문 01면 종합

대출규제 복잡해 은행 창구 진땀… “편법 부추길라” 우려도

국제신문 12면 경제

세계화상회장단 포럼 내달 4일 부산서

한겨레 16면 경제

선박수주 모처럼 활기… 조선업 ‘핀셋 지원’ 이뤄져야

아주경제 05면 기획

부산·울산, 취업자 1년새 6만명 줄었다

아주경제 05면 기획

부산 벡스코서 ‘한경 머니 로드쇼;

한국경제 14면 금융

세계華商회장단포럼 내달 4일 부산서 열려

한국경제 15면 산업

문 대통령 내외 부산비엔날레 ‘깜짝 방문’

부산일보 02면 종합

문 대통령 내외 부산 비엔날레 전시작품 관람

경남매일 02면 종합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 여야 국회의원, 정부 압박
부산일보 08면 정치
행보
PK 한국당, 추석 뒤 칼바람에 초긴장

부산일보 08면 정치

남강댐 물 갈등 정부 중재나서야

경남일보 05면 사회

아세안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

부산일보 29면 인물

“한국 전통놀이, 재밌어요!”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서 일제강제동원희생자 합동위령제

부산일보 12면 사회

명절에 부산여행 SNS 인증하면 경품 쏟아져요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시, 12월13일까지 도시놀이터 프로젝트

서울경제 33B면 전국

“전시공간 재해석 합격점 … 내용은 아쉬워”

서울경제 36면 문화

국가차원 첫 보고서 ‘졸속’… 진상위 활동부터 연장해야

국제신문 05면 기획

“부채의식 안고 살아온 39년… 진압하면서도 속으로는 응원”

국제신문 05면 기획

“형제복지원 사과드립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형제복지원 ‘한국판 홀로코스트’ 적극적 진상규명 뒤따라야
“형제복지원 사건 사죄드립니다” 부산시의 첫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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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일보 09면 종합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메르스

보도내용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시의 관리 소홀 책임” 공식 사과

경향신문 10면 사회

오거돈 부산시장 “형제복지원 피해자·가족에 사죄”

한겨레 12면 전국

오거돈 부산시장,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사과

서울경제 30면 사회

메르스 안정 국면 추가 감염자 없어

부산일보 09면 종합

메르스 추가감염 없어 … 의심환자 전원 ‘음성’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형 협동 유망했던 협동조합도 ‘자금줄’ 꽉 막혀 성장 정체
조합
“크라우드 펀딩대회 금융공기업 연계해 자금 숨통 틔워야”
연제구

9/18

출처

국제신문 11면 기획
국제신문 11면 기획

자동차 기름 가장 싼 곳은 ‘부산 연제구’

국제신문 12면 전국

부산시 “청정 상수원 확보” 맑은물민간위원회 만든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건설대기업-지역 업체, 매칭 통해 하도급률 높인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미래동력 함께 찾아요” 부산 중견기업·스타트업 원탁회의

부산일보 20면 경제

주민 반대 넘으니 건설 비용 ‘발목 ‘ 부산 첫 ‘노숙인지원센터 ‘
부산일보 09면 사회
해 넘긴다

부산 시정

23~25일, 부산 모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부산일보 08면 종합

추석연휴 사흘 유료도로 무료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울고속도로 사고’ 하자 방치하다 터졌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출산율 뚝 뚝… 문 닫는 분만실

부산일보 09면 사회

매립·준설로 수질 악화, 기장 멸치·가덕 대구도 사라질 판

부산일보 06면 사회

잦은 가을비에 모기떼 기승

국제신문 07면 사회

20억 들인 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체수 감소 효과검증 4년간
국제신문 06면 사회
전무

부산 경제

교통난 해소 주차장 확장공사 7개월째 ‘스톱’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일광·임랑해수욕장 백사장 살린다

내일신문 15면 산업

오거돈 부산시장, 고향 의성에 장학금 기탁

아시아투데이 27A면
지역

부발연 새 원장에 부경대 이정호 교수 선임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발연 신임 원장 이정호 부경대 교수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시민단체 “대체거래소 설립논의 중단해야”

국제신문 13면 경제

車부품 사업 다각화로 활로 찾는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내수의존 줄이고 해외판로 넓힌 업체들은 불황 속 약진

국제신문 13면 경제

“생산설비 과감히 투자… 어묵품질 높여 마니아층 형성”

국제신문 14면 기획

안전성·품질 인정받아 학교급식·해외시장도 진출

국제신문 14면 기획

캠코, AI가 면접관이네!

국민일보 12B면 사회

다시 주목받는 수소 경제…기업·지자체 관련사업 시동

중앙일보 B03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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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글로벌 축제로…’지스타’ 리부팅

서울경제 14면 IT

부산 첨단신발융합센터 11월 문연다

서울경제 33B면 전국

‘낙동강 하굿둑 개방’ 민주 “조기 추진” 한국 “합의 우선”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형제복지원 특별법 통과 적극 나서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민·관협치로 사회문제 해결·민주주의 가치 실현 가능”

국제신문 24면 인물

전국체육대회 부산 선수단 결단식

부산일보 24면 스포츠

혼으로 이어온 맥 ‘한자리에’

부산일보 28면 문화

신석기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귀걸이’의 변천사

국제신문 18면 문화

“감천문화마을 등 ‘묵음 존’ 만들어 과잉관광 예방”

국제신문 08면 사회

식욕의 계절… 가을이 익는다, 고기가 익는다

부산일보 14면 지역

아홉 봉우리마다 제각각의 매력 물씬

부산일보 14면 지역

아름다운 바다, 특색 있는 카페

부산일보 14면 지역

사계절 영양 식품 ‘장어’ 축제에서 만끽하세요

부산일보 15면 지역

허수아비 만들고 도자기 빚고 온 가족 누리는 ‘자연 속 여유‘

부산일보 15면 지역

KAFA 작품 5편 BIFF 초청 ‘경사’

국제신문 18면 문화

스물세돌 맞는 부산국제영화제…79개국·323편, 해운대 밤
한국경제 32면 문화
밝힌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사업 재추진 ‘탄력’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공론화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울경 광역교통문제 해결 실무협의체 구성키로
부울경
경부울 광역교통체계 구축 논의 본격화
광역교통망
경부울 ‘광역교통서비스’ 맞손

기장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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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경남매일 03면 종합

도, 경부울 시내버스 회차지점 ‘광역환승센터 조성’ 제안

경남신문 02면 종합

“수도권 버금가는 광역교통서비스 제공”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전기차 확대, 최대 1700만 지원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올 하반기 전기차 200대 보급
부산시
전기차 사업 부산시, 하반기에 전기차 200대 추가보급

산성터널
개통

국제신문 10면 지역

국제신문 13면 경제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올해 전기차 598대 보급 보조금 최대 1700만원 지원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화명동~장전동 간 ‘산성터널’ 열렸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산성터널’ 오늘 개통 했지만 화명~김해 연결 감감 무소식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산성터널 오늘 정식 개통

아시아투데이 27A면 지역

기장 해안 대규모 풍력단지 추진… 해양 생태계·어장 ‘비상’

부산일보 06면 사회

부산진소방서 48년 만에 새 청사

부산일보 10면 사회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수영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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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수영구 만들 것

한국일보 14C면 부산

청년실업 해소, 청년이 나섰다

경향신문 12면 전국

월 9만 명 이용 신해운대역, 내려서 갈아탈 버스가 없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초대형 크루즈 부두’ 내일 영도서 개장

부산일보 09면 종합

오거돈 시장 “北 경유, 부산발 유럽행 열차 추진”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출발 北 원산·나진 거쳐 유럽가는 기차, 꿈 아니다”

국제신문 05면 북한

종이컵 없는 민원실, 책상엔 머그컵…

부산일보 12면 사회

51초 영상에 담은 ‘내가 꿈꾸는 부산복지’

국제신문 18면 노동

부산 지자체 생활임금제 도입 확산

국제신문 08면 사회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국제신문 08면 사회

고령자 교통사고, 실버 운전자 스티커 차량 부착으로 줄인다

중앙일보 W03면 교통

부산시 “9월 19일 승용차 없이 출근해요”

경남도민신문 08면 사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6억330만원 ‘통 큰 기부’

경남매일 11면 인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재 러시’ … 새 바람 불까

문화일보 15면 전국

부산시청 광장 지하에 7만3000t 빗물저장시설

문화일보 15면 전국

부산 횡단보도, 보행자 감지해 신호 작동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시, 보행자 안전 강화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시민 힘 모아 낙동강 살리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청정 상수원 확보·낙동강 수질개선 투트랙”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꼬마다락방’ 개소

서울경제 27B면 전국

부산시, 공공형 키즈카페 문 열어

한국경제 26A면 지역

‘부울경 관광 활성화’ 민·관·학 머리 맞대

부산일보 17면 경제

국제현미경총회, 부산 유치 확정

부산일보 17면 경제

국제현미경총회 2022년 부산 개최

국제신문 12면 경제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 유치 지원

부산일보 18면 기업

“사회적 가치, 부산항 운영 기조 삼겠다”

부산일보 20면 경제

부산 바다 쓰레기 연 6000t 수거 야생동물 피해 10년간 60건
부산일보 20면 경제
발생
부산 지난달 주택 매매량 5년 7개월 만에 ‘최저’

부산일보 09면 종합

관광벤처기업 부울경협의회 오늘 발족

국제신문 12A면 경제

고등어 대풍인데… 웃지 못하는 수산·유통업계

부산일보 09면 종합

가을 첫 고등어 풍어에도 어민들 씁쓸한 그물 걷이

국제신문 07면 종합

“대표 캐릭터 ‘꼬등어’ 수출 효자 만들겠다”

국제신문 24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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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지역 청소년, 창업과정 체험하며 사업가 꿈 키운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내일까지 벡스코 제2전시장서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 8월 주택매매 거래량 ‘반 토막’

국제신문 12면 경제

제3금융중심지 염두 뒀나… KRX 사외이사 교체 ‘부산 패싱’

국제신문 07면 종합

경기 불황에도… 추석 온정은 식지 않았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시-인터넷진흥원, ICT 활용 사업 업무협약

동아일보 18D면 부산

지방으로 짐 쌀라, 떨고 있는 금융 공기업들…

서울신문 19면 기업

부산대·한국해양대 금융분야 전문인력 양성

조선일보 C04면 교육

도시·제조업 바꿀 ‘스마트혁명’ 현주소

매일경제 14면 경제

부산항만공사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 성과공유회’

경남매일 08면 경제

“대법원이 징용재판 거래했다니… 상상 못한 일”

동아일보 12면 사회

부산문화 새 패러다임 설계한다

부산일보 24면 문화

아시아 각국 장르 프로젝트 한자리에…

부산일보 24면 문화

거리가 부른다, 함께 즐기자

부산일보 24면 문화

“열악한 환경 속 AG 은메달 딴 세팍타크로에 관심을”

국제신문 25면 인물

오전 11시에 즐기는 브런치 콘서트… 이게 행복이지!

국제신문 20면 문화

외국계 잔치판 된 국내 최대 게임쇼

매일경제 23면 IT

지스타2018, 역대 최대 ‘게임축제’

아주경제 10면 IT

전국 곳곳서 만나는 예술… 내달 2~14일 ‘미술주간’

세계일보 24면 문화

다음달 2~14일 ‘미술주간’

한국경제 31면 문화

“온 국민이 즐기는 미술축제 만들 것”

아시아투데이 25면 연예

미술품 사면 카드 무이자 할부

매일경제 35면 문화

출근길은 ‘쌩쌩’, 퇴근길은 ‘엉금엉금’

부산일보 08면 종합

장전동 출구 1개 차로 줄어 퇴근길 1시간

국제신문 10면 사회

위험천만 등하굣길

부산일보 08면 종합

‘상호 방문’ 정례화 땐 남북 교류 출발지 부산서 정상회담?

부산일보 08면 북한

부산공동모금회 ‘한가위 온정 나눔’ 6억 전달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항에 초대형 크루즈선 부두 개장

한국일보 16C면 부산

“기장 바다 지키는 장보고 될 것”

경남매일 04면 사회

부산시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두고 부산시 전전긍긍

내일신문 08면 행정

지난해 고교생 2만1500명 무단결석

내일신문 18면 정책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화명·을숙도·삼락생태공원 3곳,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 선정

부산일보 09면 종합

터널 따로 도로 따로… 안전은 없었다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 ‘고혈압성 질환 원인 사망률’ 전국서 가장 높아

부산일보 09면 종합

대리수술 의사 진료 재개 … 복지부 뒤늦게 “자격정지 검토”

중앙일보 19면 종합

치매국가책임제 1년 갈길 멀어 치매안심센터 60% 반쪽짜리

매일경제 18면 IT

부울경 4분기 입주폭탄, 집값 더 떨어지나

부산일보 15면 경제

기업들 지능형 공장 구축 사활 걸지만 겉도는 정부 지원

부산일보 16면 산업

4차산업 최대 피해자는 사무행정·단순 기술직

부산일보 16면 산업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 북한산 생선 다시 식탁 오를까

국제신문 05면 북한

건설대기업·지역업체 상생협력 ‘맞선’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8개 중기 청두국제박람회 참가

국제신문 12면 경제

지역 8개 게임업체 도쿄게임쇼 선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국비 역대 최대 확보

한국일보 16C면 부산

세계현미경학회연맹 총회 2022년 부산 벡스코서 개최

동아일보 20D면 부산

광주·부산 ‘남해안 경제벨트’로 상생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中 수출 박람회 中企 참가 도와

서울경제 33B면 전국

평양발 ‘북풍’ 영향력은… 셈법 분주해진 PK 정치권

부산일보 08면 북한

부산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팔걷었다

국제신문 07면 종합

김병준 “이제부터 한국당 인적쇄신 속도내겠다”

국제신문 07면 종합

국악원과 도심공원, 흥겨운 볼거리 가득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영화 속 가을여행’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박물관에선 민속 한마당 ‘들썩’

부산일보 22면 문화

개·폐막식 예매 오늘 오후 6시부터

부산일보 23면 문화

“해외 한인들, 부산 문화·산업에 많은 관심”

부산일보 31면 인물

“그 친구… 이번 작전에 기상병으로 따라간다더군”

부산일보 21면 문화

시립미술관 현대미술전 ‘보태니카’

국제신문 10면 사회

“남북경협 재개 부산경제에도 큰 활력”

국제신문 06면 북한

올해 BIFF 이끄는 두 수장 인터뷰

국제신문 21면 문화

“부산웹툰페스티벌, 지역 작가·독자 소통에 한몫”

국제신문 25면 인물

귀성길 막히면 어때 … 이참에 지역축제 들러볼까

매일경제 D02면 특집

오늘 해운대서 ‘씨푸드 고메 2018’

서울경제 33B면 전국

“ICT·도시개발 노하우 녹아든 ‘K스마트시티’가 미래
한국경제 21면 부동산
성장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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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오셔노미 포럼’ 오늘 해운대서

한국경제 29면 사회

보고 느끼고 맛보고… 문화·여행주간 “多함께 떠나자”

문화일보 32면 특집

1200명 채용 시니어일자리한마당

부산일보 09면 종합

장·노년구직자 편의점 상품 판매 체험

국제신문 08면 사회

CJ대한통운, 부산 어르신 일자리 창출 앞장

아시아투데이 30면 인물

일자리 찾아 나선 시니어들

한국일보 16C면 부산

CJ대한통운 ‘부산 시니어 일자리 창출’ 5자 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12면 산업

부산시청 녹음광장 아래 빗물저장시설

부산일보 10면 사회

시청 녹음광장 지하 빗물저류시설 조성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빗물저장시설 설치 추진 연제구 등 침수피해 경감
서울경제 33B면 전국
기대
“부산 금정구는 구민이 주인인 곳 될 것”

한국일보 16C면 부산

남구

부산남구 여야 구의원 힘겨루기 구청장 공약 이행 첫발도 못 떼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구

목욕탕·전통시장서 쓸 수 있는 동구 지역화폐 나온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낙동강 횡단 추가 교량 안 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자체 공무직 ‘채용 비리’ 뿌리 뽑는다

부산일보 12면 사회

“북항재개발·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국제신문 16면 산업

부산도시공사 첫 내부출신 사장 나오나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3곳에 내수면 마리나 조성된다

국제신문 16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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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22만ｔ 급도 정박 가능 영도 초대형크루즈 전용부두
국제신문 16면 산업
개장
부산 시정

부산, 남북 철도 연결 웃고 2032 올림픽 유치는 긴장

부산일보 08면 북한

‘평양공동선언’이 쏘아 올린 남북 수산협력 청신호

부산일보 08면 북한

新남방·북방 경협 시대 물류허브 부산이 ‘중심’

한국경제 01면 종합

“남북 정기항로 개설 … 부산을 亞·太~유라시아 물류
한국경제 08면 기획
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대륙까지 뻗어나가는 물류심장 부산
한국경제 08면 기획
만들것”

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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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색깔 있는 스티로폼 포장재 골머리

부산일보 09면 사회

쓰레기 쌓아두는 ‘저장강박’ 가구, 구청서 직접 관리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 남미서 통했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한국 온 크루즈 관광객 70% 부산 입국

부산일보 16면 경제

“러시아서 부산 의료 서비스 위상 크게 향상”

부산일보 35면 인물

부산 크루즈관광 ‘선도’ 제주·인천보다 잘나가

국제신문 12면 경제

HUG, 부산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팔걷어

머니투데이 29면 인물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부산시 시니어 일자리 ‘앞장’

출처
경남매일 08면 경제

“돈 빠져나가는 부산 … 해양산업 부활시켜 침체된 경제
한국경제 08면 기획
되살려야”

부산 정치

“조선·철강·車 동시 위기 … 부·울·경 지역경제 말라간다”

한국경제 09면 기획

“華商 리더들의 韓 투자 이끄는 마중물 될 것”

한국경제 33면 인물

PK까지 닿은 ‘북풍’ 문 대통령 지지도 15%P 밀어올렸다

부산일보 05면 북한

북풍에 당협 칼바람까지… 뒤숭숭한 PK 한국당

부산일보 05면 북한

한국당 인적쇄신 시동… 부울경 현역 당협위원장 물갈이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비엔날레 오시면 영화 감상까지 함께…

부산일보 24면 문화

박물관서 윷놀이하고 국악원서 ‘얼쑤’ 한마당 비엔날레에선
부산일보 17면 문화
미술감상

부산 문화

추석연휴

“한국과 더불어 성장하는 아세안 위해 매진”

부산일보 34면 인물

아나운서 문지애·배우 이건명 부일영화상 시상식 사회자 선정

부산일보 14면 지역

외국 마라토너 찾는 부산 대표 관광상품 숨은 일꾼 자부심

부산일보 23면 스포츠

의령선 90마리 소싸움 부산국악원선 ‘경상·전라 놀이 한마당’

중앙일보 19D면 부산

여자경 지휘자 손끝서 펼쳐진 하모니

한국경제 09면 기획

부산서 동래읍성·영도다리 축제

한국경제 30A면 지역

22~26일 응급진료 걱정마세요

부산일보 09면 사회

“추석-中국경절 연휴 관광객 유치하라”

동아일보 18D면 부산

한가위 성묘-나들이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킨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추석 연휴 마트 문닫아 걱정?… 전통시장 안 가보셨군요

조선일보 16면 전국

새로 고침, BIFF

부산일보 41면 특집

연어처럼, BIFF로 돌아오는 사람들

부산일보 42면 특집

“오직 이때를 위해 365일 기다렸죠”

부산일보 43면 특집

BIFF 발원지서 그리는 ‘新풍속도’

부산일보 45면 특집

“올해는 화합·정상화 원년… BIFF 미래 제시하겠다”

부산일보 47면 특집

부산국제영 한·중·일 대표작부터 라스 폰 트리에 문제작까지
화제
아시아 영화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여기에!

부산일보 49면 특집

칸과 베니스가 주목한 아시아영화의 ‘밝은 내일’

부산일보 53면 특집

멜로·애니·코미디까지 ‘맛깔스러운 상차림’

부산일보 58면 특집

‘예술성·역사성’ 아우른 거장들과의 만남

부산일보 59면 특집

‘다크 나이트’ 히로인 질렌할, 유치원 교사 실력은?

부산일보 61면 특집

“올해 최고의 인기스타, 내 손으로 꾸욱~”

부산일보 62면 특집

부산일보 51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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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산성터널
개통
동남권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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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지석상’ 후보작 9편 발표

부산일보 51면 특집

산성터널에 시내버스 달린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예고된 등굣길 불안, 4년간 뭐 하다가…”

부산일보 10면 사회

산성터널 통과 ‘노포 공영차고지~화명역’ 버스노선 신설

국제신문 08면 사회

“김해신공항, 객관적·공정한 절차 통해 검증해야”

부산일보 14면 지역

추석당일 귀성차량 가장 붐벼… 부산→진주 3시간

국제신문 05면 사회

다중이용시설 안전 불량 무더기 적발

국제신문 05면 사회

한국당 인적쇄신에 계파갈등 폭발 직전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

국제신문 06면 사회

오뎅으로 태어나 어묵으로 컸소

경향신문 01면 종합

부산에서 전 세계로 ‘맛있는 한류’ 퍼뜨리는 어묵

경향신문 02면 건강

‘어묵’은 우리말, ‘오뎅’은 일본말?… 다른 의미인데 헷갈리는
경향신문 02면 건강
이유가 뭘까요
‘친절’한 현대미술과 부담 없이 친해질 시간

경향신문 15면 특집

고바우 할아버지, 한복에 신사모자 썼던 사연

조선일보 B07면 기획

“위기의 부·울·경 지역경제…일자리 아닌 일거리 창출해 달라”

한국경제 08면 경제

불황 늪에 빠진 부산 지역경제…제조업 경기 7년째 암울

한국경제 08면 경제

뿔난 부산시민들 “제2 도시 맞나” 집값은 계속 빠지고 돈이
한국경제 08면 경제
안돈다

9/2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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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암남동 해녀촌 상생안 찾는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마항쟁 기념일 10월16일로 뜻 모았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美 한인 1.5세 “6·25 참전 유엔군을 잊지 말자”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울경 ‘광역교통체계’ 속도 낸다

부산일보 01면

부산·거제 “레인 빅토리호 우리 지역에”

부산일보 02면

‘부산 섬유’ 사업체 수·생산액 뚝

부산일보 01면

부산~싱가포르 하늘길, ‘실크에어’가 먼저 난다

부산일보 03면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대체 시설 검토

부산일보 08면

부산시민공원에 로봇 군단이 나타났다!

부산일보 15면

게임도 국영수처럼 배운다… 부산서 ‘게임학원’ 인기

국제신문 02면

젊은피 부족한 산업현장… 건설·제조업 고령화 가속화

국제신문 02면

부산 건설업계 “청약 조정지역 해제” 재요구

국제신문 13면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내달 4일 해운대 벡스코서 개막

국제신문 13면

부산시민공원에 로봇 군단이 나타났다!

부산일보 1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마항쟁

보도내용

출처

“시민공원에 R군단이 나타났다!”

국제신문 08면

부산국제영화제, 관객 참여형 ‘커뮤니티’ 첫선

국제신문 21면

부마항쟁기념일 10월 16일 추진

부산일보 08면

김해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한다더니, 시설물 줄여 공간 확보 ‘꼼수’만…

부산일보 03면

강서구

강서구 승마장서 말 탈출 공항로 20여 분 질주…주민들 붙잡아
부산일보 10면
경찰 인계
말 탈출 소동… 4차선 공항로서 1㎞ 질주

국제신문 08면

사상구

사상공단 내 학장초등생들 차량 인도 점령에 통학 아찔

부산일보 10면

송도 다이빙 사고 수심 3.3m “애초 대회 열어선 안 되는 곳”

부산일보 09면

송도 다이빙대회 안전계획안 허위 의혹

국제신문 08면

“센텀마리나파크, 건축물 해당 안 돼”

부산일보 09면

부산시·부산경찰청 10월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진행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아시아드CC 민간매각 재추진

국제신문 08면 사회

“기초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해 효율성 높여야”

국제신문 08면 사회

2·3호선 성추행 잡는 CCTV ‘0대’

국제신문 03면 종합

오거돈 시장, 추석 낀 이례적 긴 휴가 ‘시끌’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방세 11% 교육에 투자… 인구유입·인프라구축 선순환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한국 최고의 해양도시 넘어 동북아 해양수도로 뜬다

중앙일보 N01면 기획

부산, 악취 없는 도시 만들기 돌입

파이낸셜 22면 부산

부산, 오래된 공동주택 주차장 대폭 늘린다

파이낸셜 22면 부산

부산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청회

경남매일 02면 총합

임신·출산·육아 알짜정보 얻어 가세요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고령인구 비율 16.5% 특·광역시 중 최고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하상가 임대기간도 10년으로 연장

부산일보 06년 종합

불법으로 만든 PC방 음식, 위생은 기대 마세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항만근로자 재해율, 전체 산업 평균 5배

국제신문 16면 경제

‘자전거 헬멧’ 오늘부터 의무화…국회는 무력화 개정안 발의

한겨레 14면 전국

부산 조선기자재업체 ‘스타코’ 매각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법인 신설, 제조업만 나홀로 감소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8월 주택 인허가 실적 71% 급감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연안에 어린 보리새우 725만 마리 방류

국제신문 16면 경제

창업마저 실종… 제조업 동력 식는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녹산 공장시설 40% 놀려… 느는 건 한숨, 창업정신 위축

국제신문 03면 종합

서구
해운대구

9/28

부산 시정

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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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PK ‘스윙 보터’ 잡아라 … 한국당 당권주자들 물밑경쟁

국제신문 05면 종합

쉿! 너한테만 알려줄게 작지만 알찬 우리 동네잔치

부산일보 18면 관광

올해 BIFF ‘플랫폼 부산’ 독립영화인들 소통 강화

국제신문 17면 문화

영도다리축제 등 ‘알찬 추천관광지’ 3곳 선정

동아일보 20D면 부산

갈등 딛고 재도약 나선 BIFF… ‘亞 최고영화제’ 위상 찾을까

세계일보 18면 문화

레드카펫 다시 부산을 달군다

서울경제 32면 문화

전쟁과 난민·민족 갈등…장벽 허무는 예술

경남도민일보 18면 문화

부산서 ‘레저페스티벌’ 내달 5~7일 3일간 열려

경남매일 12면 스포츠

오거돈 부산시장 ‘87억’ 신고… 전국 ‘지역 일꾼’ 중 최고액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시장 재산 87억 원… 전국 신규 선출직 670명 중 1위

국제신문 02면 종합

6·13 선출 공직자 670명 중 오거돈 부산시장 재산 1위

국민일보 12면 사회

오거돈 부산시장 87억 ‘재산킹’

서울신문 14면 정책

오거돈,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 1위

세계일보 09면 사회

오거돈 부산시장 재산 87억원 1위
부산 공직자
오거돈 부산시장 재산 87억…광역단체장 최고
재산현황
오거돈 부산시장 재산 87억…광역단체장 1위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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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0면 종합
매일경제 32면 사회
서울경제 08면 종합

오거돈 부산시장, 재산 87억원 신고

내일신문 04면 자치의정

정명희 북구청장 ‘35억’… 부산 구청장 중 1위

부산일보 03면 사회

‘40억’ 김민정 시의원 “재산 신고 과정서 착오”

부산일보 03면 사회

6·13 지방선거 당선 신임 공직자 평균 재산 8억여원

경향신문 14면 전국

광역단체장 평균재산 26억… 교육감은 4억

동아일보 10면 종합

부산발 일본~러~속초 크루즈 뜬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내년 첫 부산 모항 크루즈… 일·러 경유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이 모항 환동해권 크루즈선 뜬다
부산발
부산발 환동해 크루즈 내년 4월 뜬다
크루즈 노선
부산발, 일~러~속초 순환 크루즈 시범 운항

동남권
신공항

출처

국민일보 12B면 사회
한겨레 14면 전국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에서 日·러시아까지… 환동해 크루즈 내년 4월 뜬다

매일경제 32면 사회

부산發 환동해권 크루즈선 내년 4월 일본·러시아로 운항

한국경제 28A면 지역

“공간 없다” 김해공항은 ‘입국장 면세점’ 제외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이륙 항로 변경에… 장유신도시 ‘부글부글’

국제신문 10면 지역

“12살 가출소년 노렸던 경찰… 기계처럼 일했어도 늘상
서울신문 28면 인물
얻어맞아”
강제노역·가혹행위로 12년간 551명 사망

서울신문 28면 인물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기장군
서구
해운대구

보도내용

출처

기장군, 1000억 들여 교육행복타운 만든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서구청, 해경에 ‘엉터리 자료’ 제출

부산일보 09면 사회

서구 다이빙대회 현장 안전요원 배치 안 해

국제신문 08면 사회

‘제2 센텀시티 걸림돌’ GB 해제 첫걸음 뗐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제2센텀 산단’ GB 해제 첫걸음 뗐다… 내년 착공 가시화

국제신문 12면 경제

279

2018년 시정일지

시정 이모저모(10월)
일자

분야

10/1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시정혁신 주니어보드’ 가동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중학생, 무상 교복 혜택 내년 가시화

부산일보 10A면 사회

‘오페라하우스 운명’ 공론화 대신 吳시장이 결단

국제신문 01면 종합

아시아드CC 민영화 급물살 … 지역 상공계 공동 인수설

국제신문 02면 종합

‘깜깜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립 고양이복지센터가 맡는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7개 이전 공공기관 시민제안 홈피개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시 실상은 4조3679억 빚더미

국제신문 01면 종합

채무 줄었지만 부채 급증… 돈 없어 국비사업 지연 속출

국제신문 03면 경제

벡스코 부대부지 공영개발, 시의회 거부·법정싸움 암초에

국제신문 03면 경제

악취 하천에 산소 주입 괴정천은 ‘수질 실험 중’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민·공무원 90% “김영란법 긍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車 10대 중 7대꼴 뒷좌석 안전띠 안 매

부산일보 10면 사회

신발·섬유패션 최신 트렌드 ‘한자리에’

부산일보 17면 경제

기장 미역·다시마 양식장에 ICT 기술 도입한다

부산일보 19면 경제

“해양수산 업계 부흥 연결 고리 역할할 것”

부산일보 24면 인물

유통·금융 등 ‘LTE급 변화’ 따라잡기 벅찬 지역 산업

부산일보 06면 사업

4차 산업시대 대안은‥

부산일보 06면 산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이인숙

국제신문 14면 경제

동남권 4분기 경기전망 ‘흐림’

국제신문 14면 경제

자성대부두 대체 계류지 ‘발등의 불’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마트 외 은행·주유소 등 전방위 확장… 대기업 맞먹는 규모

국제신문 18면 기획

“협동조합 새 성장동력 끊임없이 고민 젊은 세대 스타트업
국제신문 18면 기획
발굴·지원 심혈”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갈수록 심화

아시아투데이 14면 금융

‘생활정치 시대’ 지역구 민심 잡기 PK 정치권, 특별교부세 확보
부산일보 05면 정치
경쟁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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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리더십·타이밍도… 한국당 PK 당협 정비 ‘막막’

부산일보 05면 정치

북구청, 前 구의원 등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부산일보 09면 사회

교통공사 임추위 박종흠 사장 ‘꼼수연임’ 알고 있었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선거법 위반 논란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으로 신뢰얻겠다”

국제신문 26면 인물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동남권
신공항

형제복지원

부산국제
영화제

보도내용
가을엔 ‘이우환 공간’ 누리세요

부산일보 22면 문화

아리랑과 전통춤의 만남… 가무악총체극 ‘부산아리랑’

국제신문 21면 문화

#여배우 #거장# 감성

서울신문 25면 문화

이 작품, 관람 시간표에 있나요?

한겨레 21면 문화

아시아 송 페스티발 내일 ‘팡파르’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vs 김해… 2023 전국체전 유치 2파전

국제신문 24면 스포츠

김해신공항 범시민대책회의 오늘 구성 모임 중순께 발족

부산일보 12면 지역

“김해신공항 용역에 소음 피해 조사 포함하라”

부산일보 09면 사회

‘하세월 신공항’ 지어질 때까지 김해만 기다려라?

부산일보 03면 사회

입국장 면세점,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부산일보 03면 사회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불투명

경남도민일보 02면 정치

김해신공항 반발 범시민기구 발족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해결 위해 힘 모은다

경남일보 04면 사회

부산시,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첫발

부산일보 01면 종합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지원 실무절차 돌입

국제신문 02면 종합

“형제복지원 수사, 외압으로 축소… 진상 규명해야”

세계일보 25면 인물

부산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적극 행보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시·영화제·영화인 ‘BIFF 화합

부산일보 01면 종합

BIFF 정상화 원년 선언 4일 화합의 개막식 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트럼프 풍자한 무어의 신작 볼까, 난민 다룬 칸 화제작 볼까

한국일보 22면 문화

아름다운 사랑 ‘콜드워’·백두산 배경 ‘폭설’

문화일보 24면 문화

부산시, 내일 저출산 대응 시민 토론회
저출산 대응
부산 “저출산 대응 이렇게”
시민토론회
저출산 해법, 시민과 함께 찾는다
부마항쟁
해운대구

10/2

부산 시정

출처

서울경제 31B면 전국
아주경제 17면 지역
파이낸셜 01면 종합

4대 민주항쟁 중 유일 기념일 제외… 제정 범시민운동 나서야

국제신문 05면 기획

“구경하다가 방화범 누명… 국가폭력에 삶 송두리째 희생”

국제신문 05면 기획

해운대 아르피나 ‘수상한 매각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백양·수정터널 통행료 인하 협상 시도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 시장, 청렴감사실 전격 인사

부산일보 02면 종합

‘노량진시장 사태’ 빼닮은 자갈치 갈등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장의 호통 “관행만 좇는 공무원들 변화 필요하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관광공사 사장에 체육과 교수… 비전문가 내정 논란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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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남권
신공항

282

보도내용

출처

7회 지식대상 대통령상 ‘KT’ ‘부산광역시’

매일경제 02면 종합

KT, 집단토론으로 新사업 부산시, 시민의견 신속 반영

매일경제 12면 경제

부산시·7개 공공기관, 시민제안 홈피 개설

서울경제 33B면 전국

‘BRT 찬성’ 다수… 吳시장 ‘딜레마’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공공의료체계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없앤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아동학대 전년대비 16.5% 증가 정서적·성적 학대도 크게 늘어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액 상대적 열악

부산일보 09면 사회

범죄피해자 보호 부산센터, 지자체 무관심에 예산난

국제신문 07면 사회

금강공원 숲에서 “나이야, 가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고독사? 노노~ 금강공원서 어르신과 함께해요”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알짜 육아정보 한아름… 행복한 맘 세상 열었다

국제신문 22면 건강

스마트폰 중독 상담인력 10년째 3명 불과

국제신문 07면 사회

동남권 경기 ‘봄볕’ 드나

부산일보 17면 경제

지역인재 통 큰 채용 ‘고용대상’ 공모

부산일보 17면 경제

아름다운 부산 바닷가, 당신은 누리고 계십니까?

부산일보 03면 기획

“해안 난개발 방지 법안 마련 시급 공청회 통해 시민들과 머리
부산일보 03면 기획
맞댈 것”
“해양관광·레저산업 일자리창출 효과 커”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시,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홍보관 운영

경남매일 09면 경제

부산 전직 당협위원장, ‘인적쇄신’ 짙은 우려 속 실낱 기대

부산일보 05면 정치

낮은 지지율·집안싸움 ‘PK 보수’ 추락 계속

부산일보 05면 정치

민주당 부산시당 새 공동 대변인 박성현 위원장·이현 시의원
부산일보 05면 정치
임명
민주 부산시당 대변인에 박성현·이현… 전재수 친정체제로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동산 부자 공직자, 정책결정서 제외”

국제신문 05면 종합

물갈이 나선 한국당, 텃밭 PK에 더 엄격한 잣대 들이대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평양엑스포·산림녹화… 지자체들 남북교류 겨냥 실탄 장전

중앙일보 19면 전국

“이번 기회에 부산 판소리 제대로 알릴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 미술의 DNA를 찾아서

국제신문 19면 문화

올가을, 부산 ‘미술의 도시’로 바뀝니다

파이낼셜 23면 부산

“공항공사,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공간 없다” 논란 확산

부산일보 08면 종합

미어터지는 김해공항 주차 차량 파손 제주공항 6배

부산일보 08면 종합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당장 추진하라”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김해신공항 반대운동 총결집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생긴다

경남신문 05면 사회

전 세계 화교 기업인 200여 명 부산 온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화교기업인 3000명 부산에 집합 4~6일 해운대서 세계
세계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화상대회 대표회의
서울경제 33B면 전국
회장단 회의 글로벌 화교기업 대표들 4~6일 부산서 만난다

산업·수은
부산 이전

부산국제
영화제

형제복지원
부마항쟁
남구
서구

10/3

글로벌 화교 기업인 부산에 모인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산업·수출입은행 부산행 법제화”

부산일보 01/02면 종합

산은·수은 지방이전, 법으로 명시

국제신문 05면 종합

산은·수은 지방 이전 추진나선 민주당

한국경제 14면 금융

BIFF 기간 영화계 미투·성평등 포럼 잇따라

국제신문 19면 문화

4일 시작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원년’ 3자 공동 개막선언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에 ‘뷰티풀 데이즈’…총 323편 작품
파이낸셜 26면 문화
상영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30여년 만에 보상 추진

국민일보 12B면 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실무 절차 돌입

경남매일 05면 사회

기억해야 할 ‘1979년 10월 16일’ 민주화 횃불

국제신문 17면 교육

부산 남구 정부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한국일보 14C면 부산

다이빙대회는 폐지, 다이빙대는 그 자리 그대로

부산일보 02A면 종합

“송도 다이빙대회 폐지… 인명사고 책임 통감”

국제신문 06면 사회

평양 가는 오 시장 교류사업 물꼬 튼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吳시장 내일 방북 평양서 사흘 여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오거돈 부산시장 4~6일 평양 방문

한국일보 10C면 부산

노건호 씨, 10·4 선언 남북기념식 참석차 방북

국제신문 05면 종합

노건호씨도 내일 평양행… 10·4선언 남북 정상 ‘2세’ 만남 주목 경향신문 04면 종합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

盧 전 대통령 아들 평양 간다

국민일보 05면 국방

10·4공동행사 방북단 확정… 노건호 포함

서울신문 04면 국방

평양 ‘10·4 선언 기념식’ 노건호 참석

세계일보 04면 국방

평양 10·4 기념식에 노건호·명계남도 간다

조선일보 04면 국방

‘10·4선언’ 평양 기념식에 노건호 동행

매일경제 06면 정치

10·4 방북단 체류비, 관례 깨고 南이 내기로

동아일보 05면 국방

이해찬 이끄는 10·4 방북단 체류비 남북협력기금서 북한에
중앙일보 06면 국방
주기로
‘10·4 선언’ 11돌 기념식 남쪽 단장 이해찬·조명균

한겨레 08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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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이해찬·조명균 공동단장, 10·4선언 기념행사에 민관 150여명
한국일보 04면 국방
방북

부산 시정

부산 경제

공동어시장 대표 선출에 후보 10명 등록…또 무산될 수도

부산일보 06면 종합

공동어시장 대표선거 재개 후보자 무려 10명 몰려

국제신문 02면 종합

고령사회 부산, 변죽만 울리는 노인복지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시 보유 골프장 매각한다

국민일보 12B면 사회

부산 보호소년 위한 회복센터 2곳 추가

한국일보 10C면 부산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신규모집

파이낸셜 19면 부산

3년 만에 또 ‘톱질 테러’…백양산 숲 누가 망치나

부산일보 09면 사회

싸고 깨끗한 원전 이면엔 천문학적 손해비용

경향신문 05면 종합

‘복합리조트’ 부산 북항 유치 속도

부산일보 01면 종합

3D 프린팅·로봇 협업… 한국 신발산업 미래 한눈에

부산일보 14면 경제

동부산단지 8개 부지 사업자 공모

부산일보 14면 경제

“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 녹산산단에 혁신지원센터

부산일보 08면 종합

자체 제품 개발·브랜드 없인 미래 없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한국형 풍력·치매용 노인복… ‘4전 5기’ 17명 창업 재도전

국제신문 11면 경제

전략산업 선도할 기업 부산시 100개사 모집

국제신문 11면 경제

“한국 신발 미래를 본다” 내일부터 부산국제신발전시회

국제신문 12면 기업

부산 해양관광산업, 고용창출 효과 크네

파이낸셜 19면 부산

野 ‘압박’하고, 與 ‘유혹’하고…부산 정치권 ‘금융공기업 이전’
부산일보 03면 금융
부창부수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산은·수은
부산 이전
부산국제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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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부산 인적쇄신, 김무성·홍준표·서병수 대리전 예고

국제신문 04면 종합

민주당 부산시당 시 재정개혁 촉구 성명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시, 산하기관 ‘보은 인사’ 논란

부산일보 02면 종합

선거 도왔다고… 도 넘은 보은인사 논란

국민일보 12면 사회

“욱일기 단 일본함정 입항 막겠다” 들끓는 여론

중앙일보 12면 전국

부산 근대의 정체성과 역사 쟁점 짚어보기

부산일보 17면 문화

“지역성 초점 맞춰 부산비엔날레 정체성 살려야”

국제신문 21면 인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유치 위해 부산이 뭉친다

부산일보 03면 금융

산은·수은 부산행 밀어붙이기… 법제화 추진 이어 간담회

국제신문 03면 종합

BIFF ★이 뜬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지석영화연구소’ 부산서 출범한다

부산일보 17면 문화

김지석 뜻 기리는 영화연구소·다큐멘터리 만든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10/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지난여름 부산 ‘제한급수’ 위기 있었다

부산일보 01면

“산성터널 접속도로 경관사업 진행해야”

국제신문 08A면

‘메이커 운동’ 선구자 마크 해치 부산 온다

국제신문 13면

순익·수출 반 토막… 부산 차 부품업계 ‘경고음’ 더 커졌다

부산일보 17면

작년 당기순익 41% 급감… 부산 차부품 업계 ‘고사위기’

국제신문 13면

“BIFC, 부산 랜드마크로 자리 굳힐 것”

국제신문 14면

2018 넥스트 콘텐츠페어 부산 벡스코서 오늘 개막

문화일보 14면 전국

이름값 하는 ‘PK 출신 의원’, 배지값 못 하는 ‘PK 의원’

부산일보 09면

公기관 ‘무늬만 이전’ 법으로 막는다

국제신문 01면

전투력 강조한 전원책에 PK 현역 “나 지금 떨고있니”

국제신문 05면

핑크뮬리·코스모스 물든 낙동강생태공원 오세요

부산일보 13면

다양한 축제 기다리는 부산의 가을

부산일보 13면

시민의 날 5일에 부산대첩기념식

부산일보 13면

조선 대일외교 첨병 ‘문위행’ 잊은 한국

국제신문 07면

내일 충무공 부산포 대첩 기념 음악회

국제신문 07면

가슴 뻥 뚫리는 부산 전망, 부산항·황령산이 전부가
국제신문 18면
아니랍니다

부산국제
영화제

부산경남 유망작가 작품 한자리서… 직거래 미술장터 활짝

국제신문 21면

지역사 전문가들의 부산 근세 탐구

국제신문 21면

오늘부터 만나요, 새로워진 BIFF

부산일보 01면

故 김지석의 꿈… BIFF 다시 ‘화합의 시대’

국제신문 01면

장동건·현빈·쿠니무라 준… 210명 스타 BIFF 레드카펫
국제신문 21면
수놓는다
4년 만에 정상화된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개막식

문화일보 29면 인물

민주당, 기장군수에 잇단 견제구… 벌써 총선 염두 신경전

국제신문 05면

IS동서, 기장 일광에 골프장 개장

국제신문 13면

10년째 흉물 방치 ‘학장배수펌프장’ 철거·용도변경 목소리

국제신문 06면

서구

아슬아슬 ‘송도 윗길’ 자칫 추락 땐?

부산일보 12면

중구

국제시장 청년몰 홀로서기 … 원도심 상권 새 바람 기대

국제신문 02면

해운대 음주운전 차에 치인 군인 뇌사 위기

국제신문 06면

“시민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 내년까지 일자리 1만개 창출”

파이낸셜 26면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에 ‘테라스형 주택’… 부산형 도시재생 추진

부산일보 09면 종합

천마산터널 올 개통 놓고 시·시공사 ‘이견’

부산일보 13면 사회

기장군
사상구

해운대구

10/5
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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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울경 시장·도지사 10일 북항서 토크쇼

국제신문 02면 종합

BRT 공사재개 내일 결판 오늘부터 1박2일 끝장토론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 10일 추진여부 결정

파이낸셜 26면 부산

‘101번의 프러포즈’ 프로젝트 박인영 시의회의장 소통 행보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시, 아시아드CC 공개매각 추진

한국경제 31면 스포츠

시장님 만년필, 총장님 다기세트 … 부산 ‘위아자’ 참여 열기

중앙일보 18D면 부산

학부모가 모은 재활용품만 3t … 위아자 달구는 엄마의 힘

중앙일보 18D면 부산

공공건물 지을 때 총괄건축가제 도입

부산일보 06면 종합

갈대밭 낙동강 둔치, 귀화식물 ‘점령’

부산일보 13면 사회

구급대원 폭행 증가하는데 ‘웨어러블 캠’ 보급률 27.4% 불과

부산일보 13면 사회

기술보증 기금 ‘희망 리어카사업’ 빈곤노인에 새 희망

헤럴드경제 20면 인물

부산신발진흥센터, 독립 지원기관 된다

부산일보 09면 종합

질 높은 부산 소비재, 중국 박람회 눈도장 ‘쾅’

부산일보 17면 경제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 부산 홍보관

부산일보 20면 경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해수 확충 팔 걷었다

부산일보 20면 경제

‘키즈카페’ 문 연 구포시장, 젊은 엄마 발길에 ‘제2 전성기’
부산일보 08면 경제
기대감

부산 경제

부산 정치

신항 LNG벙커링 기지 ‘해수부 미적’

부산일보 01면 종합

좌고우면하는 시간만큼, 부산항 경쟁력은 뒤처진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회센터 건물 창작공간 변신·아이디어 무장 청년몰 입점…

부산일보 08면 경제

고부가 신소재 개발로 기업 체질 개선을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스타트업 육성 범시민운동 펼친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향토기업, 장애인 스포츠 선수 잇따라 채용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소비재기업 8곳 중국서 55억 규모 계약 추진

국제신문 12면 경제

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3F 운동’

한국일보 14C면 부산

신발·섬유·패션 한곳에… 128개사 366개 부스 북적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 엔젤투자 플랫폼 ‘B벤스데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내년 경기회복 된다는데…일감부족에 6개월 버티기 힘들어”

서울경제 13면 산업

저성장 탈출 해법 디자인 주도 혁신에 있다

한국경제 B07면 경제

내리막길 탄 부산 집값…신축·소형 아파트도 하락세

헤럴드경제 19면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여야 온도차 이해득실 때문

부산일보 10면 정치

부산시 산하 ‘빅6’ 공공기관장 윤곽… 이번에도 ‘보은인사’ 논란 부산일보 03면 종합
강서·남구 빗거실장 급수 상향 구의회 반대 부닥쳐 잇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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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0면 지역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부일영화상’ 올해의 주인공은?

부산일보 01면 종합

요트 위로, 창밖으로… 별이 쏟아진다

부산일보 19면 관광

그림 사러 부산시민회관에 가볼까

부산일보 23면 문화

서핑? 파도는 못 타도, 인증샷 찍으면 나도 서퍼!

부산일보 19면 관광

“부산 연극 배우들의 일인극 보러오세요”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부산일보 01면 종합

피아노, 개막식 문 열고… 레드카펫에 환호성과 웃음꽃

부산일보 04면 문화

태풍에도 BIFF 계속된다, 영화의전당서 야외무대 인사

부산일보 05면 문화

‘시민 주연’의 축제 다시 하나된 BIFF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내외 팬 돗자리·캐리어 무장 … 환상적 피아노 선율로 개막

국제신문 03면 문화

‘커뮤니티 BIFF’ 남포동은 소통의 장

국제신문 03면 문화

BIFF엔 안나오는 소외된 부산의 이야기

국제신문 09면 사회

열흘간의 영화 축제…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로 화합의 새
경향신문 24면 문화
출발
부산국제
영화제

돌아온 이나영 “탈북 여성役, 엄마로서 공감”… 화제작 즐비

국민일보 18면 방송

빗속에도 빛난 ‘은막의 ☆들’

동아일보 28면 인물

영화의 도시로 변한 부산

서울신문 08면 종합

“부산국제영화제 재도약” 레드카펫 스타들 희망을 쏘다

아시아투데이 23면 연예

‘처음’의 마음으로… 열흘간의 축제가 시작됐다

조선일보 22면 영화

영화도 보고, 맛도 보고… 부산 토박이 맛집들

조선일보 22면 영화

이나영 6년 만에 스크린 복귀… 태풍에도 스타들의 뜨거운
한국일보 24면 문화
부산사랑

부산
횡령사태

‘태풍 영향’ 부산영화제 야외행사 실내 변동

머니투데이 28면 연예

부산영화제, 열흘간 축제 시작됐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정상화 원년’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경남일보 17면 영화

“상상만으로 감정표현 했는데…엄마役 공감하며 연기”

문화일보 36면 인물

부산발 한류, 아시아의 가을을 뜨겁게 달군다

헤럴드경제 종합

구청 폐기물 수거업체, 인건비 20억 ‘몰래 수거’

부산일보 12면 사회

지자체에 직원 수 부풀려 인건비 가로챈 청소업체

국제신문 08면 사회

보건소 공무원들은 ‘백신 빼돌리기’

부산일보 12면 사회

독감백신 싸게 사 가족에게 투여한 보건소 공무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독감백신 헐값에 사 지인들에 투약 부산 보건소 간호사 3분의
세계일보 09면 사회
1 입건
정부 곳간 빼먹기, 복지법인 대표까지…

부산일보 12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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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10·4 선언
11주년

동남권
신공항

태풍
‘콩레이’

10/6

보도내용

출처

지인을 직원 등록해 국가보조금 빼돌린 복지시설 대표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장애인 거주시설 5억8천700만원 횡령 적발

경남매일 05면 사회

10·4선언 공동행사 방북단 평양 도착… “남북 이웃 같다”

국제신문 06면 종합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부산 기념식

국제신문 08면 사회

‘10·4선언’ 11주년 남북 공동행사… “평양, 완전히 이웃”

머니투데이 06면 정치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 가덕신공항 필요성 제기

국제신문 11면 지역

이정화 부의장 “김해신공항 용역 불공정”

경남매일 02면 종합

“김해시 소음도시로 만들 셈인가”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김해신공항 소음 최소방안 무시됐다”

경남일보 02면 종합

태풍 ‘콩레이’ 북상, 부울경 주말 축제·행사 ‘비상’

부산일보 02면 종합

강한 바람과 비, 시설물 관리 유의

부산일보 02면 종합

태풍 북상에 부산 가을축제 ‘줄취소’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태풍 콩레이 대비 ‘비상’

한국일보 14C면 부산

외국인 대상 불법 숙박업소 무더기 적발

국제신문 08면 사회

“청소위탁 비리 해법은 지자체 직접고용”

국제신문 08면 사회

모델들이 소개하는 최신 패션 트렌드

국제신문 10면 경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부산 2.3% 전국 최고치

국제신문 10면 경제

9일까지 벡스코서 아시아필름마켓… VR·블록체인 컨퍼런스도 국제신문 04면 문화

10/8

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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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난순·일본 쿠니무라준 올해도 쟁쟁한 심사위원진

국제신문 04면 문화

“영화가 세계를 하나로 묶어줘”

동아일보 25면 인물

형형색색 토끼가 미술관에

국제신문 08면 사회

“마음껏 웃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조선일보 29면 인물

빨라진 ‘콩레이’… 정오께 부산 최근접

국제신문 01면 종합

피신한 배들로 꽉 찬 부두

국제신문 01면 종합

방향 바뀌거나 중단된 대형 사업, 기대·우려 교차

부산일보 03면 종합

시 공무원 10명 중 7명 “시정 변화 체감 못해”

부산일보 03면 종합

북항 오페라하우스 결국 짓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소통·공부하는 의회 변신, 시 견제 등 과제 산적

부산일보 09면 정치

“공공기관 인사검증제 가장 큰 성과”

부산일보 09면 정치

오거돈, 시민을 행정주체로… “고용·안전·보육에 더 집중”

국제신문 03면 인물

부산 문화예술 비전 아직 오리무중

국제신문 03면 인물

금융중심지 육성? 올해 회의 한 번이 끝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경부울 시·도지사, 10일 ‘상생 토크 콘서트’ 연다

경남신문 04면 종합

“옥류관 1호점 유치” “공동영화제 개최”

내일신문 04면 행정

한국환경공단 부울경 부산환경공단과 협력 강화

경남매일 06면 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 타이틀 잡아라… 부산 9곳 신청

국제신문 02면 종합

쥐꼬리 폐업지원금 탓? 감척 신청 ‘제로’

부산일보 21면 경제

조선기자재·車부품 회생 돌파구 마련 힘 쏟아야

부산일보 03면 인물

지역 부동산시장 침체 부채질하는 9·13대책

국제신문 14면 부동산

조달청 ‘부산항 재개발사업 연결교량’ 등 50건 공사입찰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화상 회장단 “창원·새만금 매력적인 투자처”

한국경제 18면 기업

집값 떨어져도 … ‘조정지역’ 해제 기준이 없다

한국경제 26면 부동산

문재인 정부 사실상 첫 국감 10일부터 돌입

부산일보 09면 정치

김무성 옹호·홍준표 평가절하 전원책 쇄신대상서 운명 엇갈려

국제신문 05면 종합

“개혁보수 최후 보루인 연구기관으로서 변화 모색”

국제신문 23면 인물

‘하늘이 선물한 날씨’ 1만 5000 건각 가을을 달리다

부산일보 24면 스포츠

BIFC 63층 1500계단 오르기 500명의 도전자를 찾습니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국립해양박물관서 극지·해양도서 독후감 전시전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레저스포츠페스티벌, 13·14일 부산 센텀 KNN광장

경남매일 12면 스포츠

부산 ‘보는 관광서 체험관광으로’…품질인증 문화체험장 대폭
문화일보 13면 전국
확대
‘공작’ 부일영화상 5관왕

부산일보 01면 종합

여우주연상 김희애 “내가 손댄 것 중 실패 있더나”

부산일보 04면 문화

‘2018 아시아필름마켓’ 부산서 막 올랐다

파이낸셜 24면 부산

“대중성 높은 소설·웹툰 늘어…국내외 영화업체 투자 요청
한국경제 28면 문화
쏟아져”

부산국제
영화제

태풍의 심술도 막지 못한 ‘BIFF 열정’

부산일보 06면 문화

남포동, 다시 들썩 BIFF 실험 통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젊은 영화인 앞에 선 이창동 “예술영화 흥행 쉽지 않더라”

국제신문 18면 문화

지석영화연구소 출범… 첫 작업 ‘김지석 다큐’

국제신문 18면 문화

내일까지 링크 오브 시네-아시아 진행

국제신문 18면 문화

‘링크 오브 시네 아시아’ 부산서 개막

파이낸셜 24면 부산

태풍도 막지 못한 ‘BIFF’ 사랑 … 관객 부름에 응답한 스타들

국제신문 19면 문화

영화인들이 돌아왔다… 활기 되찾은 부산영화제

국민일보 18면 문화

“내 영화인생 ‘NG’였으나 감사·은혜 얻어”

문화일보 29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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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비리

보도내용
‘화해·화합’ 축제 열렸다…BIFF, 다시 날아오를까

헤럴드경제 29면 연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 비리 서류 점수 조작 등 특혜 의혹

부산일보 13면 사회

‘채용비리’ 혐의 부산창조센터장 등 4명 입건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혁신센터 채용비리 적발

파이낸셜 01면 종합

환경미화원 채용 대가 뇌물 수수 전 금정구청 공무원 1심서
부산일보 13면 사회
중형
미화원 퇴직금 부풀린 뒤 돈 챙긴 공무원 징역4년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보건소 의약품비리 374명 입건

경남매일 05면 사회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10일부터 벡스코서 사흘간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국제해양플랜트展 10일 개막… 800개 부스
국제
해양플랜트 10일 부산서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전시회
글로벌 선박업체 250곳 부산서 한자리

청정
도시철도

태풍
‘콩레이’

노인 복지

동남권
신공항
부마항쟁
북구

10/9
부산국제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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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서울경제 33B면 전국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시, 2018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10일부터 개최

헤럴드경제 종합

도시철도 내 미세먼지, 부산 가장 적다

부산일보 13면 사회

부산 지하철 공기질 ‘전국 으뜸’

아시아투데이 11면 종합

부산 도시철도 공기질 “좋구나”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중급 태풍에 휩쓸린 바닷모래, 대문 앞 도로까지 집어삼켰다

부산일보 12면 사회

교회 종탑 쓰러지고 농작물 1133㏊ 침수·유실

부산일보 12면 사회

태풍에 동백섬 등표 가라앉아… 가로수 넘어지고 외벽 떨어져

국제신문 06면 사회

건물 1409채 침수 ‘물바다 영덕’… 기상청 진로 예측 또 빗나가 경향신문 12면 사회
태풍 ‘콩레이’에 인명·침수 피해… “이젠 복구다”

국민일보 13면 사회

초고령사회 맞춤형 ‘돌봄조합’ … 근로 사각지대 자구책 마련

국제신문 11면 기획

“뜻 맞는 조합원들과 현장문제 함께 해결”

국제신문 11면 기획

공동체 회복으로 ‘홀몸노인’ 보듬다

서울경제 33면 전국

노후주택 거주 노인 낙상위험 시달려

국제신문 07면 사회

“소음·안전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수용 못해”

경남신문 04면 종합

“산 막히고 아파트 막히는데 활주로 건설 안된다”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시민추진위 16일 출범

부산일보 13면 사회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돕는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2년간 숨죽였던 BIFF, 더 뜨거워졌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폐막식 사회는 권해효·구혜선

부산일보 02면 종합

원도심권 흥행 카드 ‘커뮤니티 BIFF’ 인기몰이

부산일보 08면 문화

남포동 ‘그 시절’을 추억하는 골목파티 재현

부산일보 08면 문화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예술영화 전용 국도예술관 부활 본격화

국제신문 07면 사회

“난 아직 어린데 회고전이라니”

국제신문 14면 문화

초과근무 당연시됐던 영화현장 “책임자 나서야 바뀐다”

국제신문 14면 문화

‘관객 프로그래머’가 선정·상영

경향신문 18면 문화

“내년 BIFF에 北 영화·영화인 초청”

부산일보 06면 종합

항만·수산·영화 등 5개 분야 부산시-北 공동사업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오거돈 부산시장 “北에 5개 교류사업 제안”

한국일보 12C면 부산

“남북 항만도시간 협력 추진”

파이낸셜 01면 종합

“9조 5577억 투입, 공약 실천”

부산일보 06면 종합

오거돈 시장 163개 공약 실천 2022년까지 9조5577억 투입

국제신문 02면 종합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

부산일보 06면 종합

오거돈 지지도 전국 최하위권

부산일보 01면 종합

직무지지율 김경수 송철호 오거돈 14~16위 ‘최하위권’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울경’ 시·도지사 토크 콘서트

경향신문 12면 전국

“맑은 물 확보, 시민 적극 동참 이끌겠다”

국제신문 21면 인물

시와 ‘협치 콘서트’ 준비 중

부산일보 04면 정치

“합창만 한다고 소통이 되나” 시의회 ‘협치 콘서트’ 논란

국제신문 05면 종합

학교 행정업무 대폭 줄어든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교사 행정업무 부담 확 줄인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의료원, RFID 환자 인식 시스템 도입

부산일보 19면 건강

백사장 폭 좁은 해수욕장 ‘모래 해일’ 피해 더 컸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송도 다이빙 사고 서구청 공무원 입건

부산일보 05면 종합

태풍에 쓰러지는 교회 첨탑 ‘속수무책’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청년교류단, 日 가나자와·中 하얼빈 차례로 간다

파이낸셜 18면 부산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기회 잡으세요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체험관광지 추가 모집합니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에만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 키운다

파이낸셜 18면 부산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최종후보에 박세형

부산일보 15면 경제

또 그 후보 … 공동어시장 대표선거 코미디 방불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 IT·콘텐츠산업 도약 디딤돌 놓을 것”

부산일보 15면 경제

에어부산, 한글날 기념 서비스

부산일보 21면 인물

광복·남포 지하상가 상인 계약 연장 요구 집단 반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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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정치

2018년
폭염

부마항쟁

보도내용
‘643조 운용’ 국민연금 CIO에 안효준 BNK 전 사장

국제신문 02면 종합

9월 부울경 상장사 시총 전월 대비 6% 증가

국제신문 11A면 경제

내일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개막

파이낸셜 18면 부산

김해공항 입국 시간 증가… 2단계 확장 급하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기 부적절, 명분·인물 없는 당협 정비”

부산일보 04면 정치

SNS서 목소리 높이는 조국 수석

부산일보 04A면 정치

부산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부산일보 06면 종합

채용비리 휩싸인 부산혁신센터… 추진사업 불똥 튈까 ‘끙끙’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 올해 온열질환자 지난해보다 3배 증가

부산일보 10면 사회

올여름 부산 온열질환자 225% 증가

국제신문 06면 사회

올 여름 부산지역 온열질환자 208명 집계

파이낸셜 18면 부산

검찰 도움에 부마항쟁 참여 대학생 39년 만에 국가보상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마항쟁 정신 되새기기 움직임 활발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마항쟁으로 구속된 남성 검찰 직권으로 보상길 열려

국제신문 06면 사회

‘대저토마토’로 만든 부산 맛빵
대저토마토
토마토로 식빵을 만든다고?
식빵
부산 특산품 ‘대저토마토 빵’ 맛보세요
부산 축제

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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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4면 전국
국민일보 12B면 사회
파이낸셜 18면 부산

‘제11회 부산고등어축제’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한국일보 12C면 부산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권고할 듯

10/10

출처

국민일보 11면 사회

시민 행복 강조한 정책, 변화 느끼기엔 아직 역부족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뉴스테이, 추가 사업은 없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행복주택 배로 늘려 중산층 대신 취약계층 지원 집중

국제신문 10면 경제

태풍에 연기된 가을축제 재개… “함께 즐길 준비 됐나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형 우수정책 수출로 도시외교 강화해야”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우수정책 수출로 도시외교 강화”

파이낸셜 27면 부산

시의원 쌈짓돈 ‘자자보’ 구군이 쓸 곳 정한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지자체 ‘청렴도 척도’ 업무추진비 내역 여전히 불투명

국제신문 03면 종합

吳시장 공약재원 9조 예산 확보 여부 관건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오거돈 시장 공약사업에 9조5577억 필요

파이낸셜 27면 부산

‘민선 7기 100일’ 키워드는 일자리·복지

서울경제 27면 전국

시민과 소통을 위한 ‘하모니’

파이낸셜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동남권벨트 되살리자” … 하나로 뭉친 부·울·경 광역단체장

한국경제 30A면 지역

민선 7기 출범 100일 경부울 단체장 토크 콘서트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경부울 시도지사, 오늘 토크콘서트

경남매일 03면 종합

태풍 ‘콩레이’가 갖다 놓은 민락수변공원 바위들

부산일보 10면 사회

‘콩레이’에 엘시티 유리창 ‘와장창’

부산일보 10면 사회

8개 보 설치로 물길 막히자 철새들 발길도 끊겼다

부산일보 03면 기획

생태계 파괴 심각… 희귀종이 사라지고 있다

부산일보 03면 기획

차량 수십 대 파손 ‘만화교’ 안전등급 부풀려 매겨졌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만화교 결함 알고도 A등급 준 도로공사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사투리도 소중한 우리말이지예”

부산일보 09면 사회

쓰레기 수거 금전비리 해결 뜻 모은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돌파

국제신문 04면 종합

장애인용 차량 보조금을 회계직원 인건비로 쓴 협회

국제신문 06면 사회

“맘 편한 서비스 맘껏 이용하세요”

국제신문 20면 복지

철도 벽지노선, 예산지원 기준 바꾼다

한겨레 14면 전국

세계 최고 선용품 한자리에

부산일보 22면 경제

‘오염 주범’ 부산항, 친환경 탈바꿈 가속

부산일보 22면 경제

서울서 더 알려진 ‘기업 교육 전문업체’

부산일보 20면 기업

“일자리 최우선” 외쳤지만, 지역 주력산업 침체 여전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메이커 인스트럭터, 아시아가 주목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특구,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서 공동관 운영

국제신문 12면 기업

남부발전 신사옥 예비타당성 용역 15일 최종보고회

국제신문 10면 경제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타운… 제3금융 중심지로 키운다

한국일보 B05면 지역

조선업 퇴직자 우선 부산 일자리박람회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웨어러블 국제표준, 한국이 주도하겠다”

매일경제 12면 경제

‘트리플 악재’ 멍든 지방 주택시장

서울경제 01면 종합

‘불꺼진 집’ 83%가 지방…해운대 아파트 1년새 1억 빠져

서울경제 04면 부동산

평균 실거래가 강남 14억·서초 13억…규제해도 끝없이 뛰었다 문화일보 17면 경제

부산 정치

11일 부산 일자리 박람회

아주경제 16면 지역

부산시 ‘2018 희망일자리박람회’

경남매일 09면 경제

부산 대저토마토 활용 ‘맛빵’ 레시피 보급

서울경제 27B면 전국

“음주운전 강력처벌 ‘윤창호법’ 만들자”

부산일보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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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부산국제
영화제

보도내용
‘평화와 경제’ vs ‘재앙 막는 국감’

부산일보 04면 정치

“평화가 곧 경제” vs “민생파탄 심판” … 오늘부터 국감열전

국제신문 04면 종합

민주당 PK 정치권에 ‘총선 위기감’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PK 당협 정비’ 교체 폭·계파 청산·새 인물에 주목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물 문제 손놓은 정부, 총리 갈등과제서 뺐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북 상생교류 5개사업 제안”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내년 ‘한국영화 100주년 사업’ 빨간불

부산일보 08면 종합

눈앞서 놓친 보석같은 로컬공연… 고개만 돌리면 매일 축제

국제신문 18면 문화

삶의 현장 노래할 오페라하우스, 치밀한 계획·정성 쏟아야

국제신문 18면 문화

“가을! 예술을 즐겨라” 부산은 지금 미술행사 ‘풍년’

경향신문 12면 전국

“바다는 예술이고 음식이며 역사… 박물관서 이 모든 것 즐길
동아일보 23면 문화
수 있어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록 “새 한일관계 구축 기회로”

동아일보 23면 문화

피란수도 부산으로 시간여행

한국일보 18면 여행

부산국제합창제 열린다 경남일보

경남매일 16면 문화

16년만에 부산에서 농구 A매치 열린다

국제신문 23면 스포츠

‘장애인AG 수영 銀’ 조기성 “도쿄패럴림픽 金 딸것”

문화일보 29면 스포츠

부산, 아시아 넘어 ‘세계영화 창구’ 가능성 확인

부산일보 14면 문화

“3년 차 ‘링크 오브 시네 아시아’ 뜨겁네”

부산일보 15면 문화

세계 주요 영화펀드 임원 한자리에… “지원범위·자격 잘
국제신문 16면 문화
따져야”
부산 프로젝트 피칭, 2개 작품 최종지원

전란폐허 부산 재건에 헌신 위트컴 장군 기념물 세운다
리처드
위트컴 기념 부산대·병원들 건립 지원… 부산역전 대화재 이재민 구호
조형물
‘위트컴 조형물’ 시민의견 수렴 추진

국제신문 16면 문화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제신문 05면 기획
국제신문 05면 기획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용역 의도적 중단”

부산일보 01면 종합

기장군

기장군, 기초단체 경영성과 평가 전국 2위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진구

부산진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L 가격 300원으로 낮춘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 엘시티 공사중지 명령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시의회 ‘100일 기념 소통 콘서트’

부산일보 01면 종합

“늘 시민 곁에 있는 의회로… 소통·협치 더 활성화 하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구청장실 문턱 낮춰 주민과 소통행보

국제신문 06면 사회

229개 기초단체, 재생에너지 전담인력 1명

국제신문 05면 종합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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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외부 출신인 만큼 공정한 감사·처분 자신”

출처
국제신문 25면 인물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부산시, 오늘 간부공무원 교육 서울경제 33A면 전국
부산시, 민선 7기 100일 기념 청사 개방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지자체들 민감정책 공론화 러시

내일신문 06면 행정

“통역 강화해 이주민 건강 지원을”

부산일보 10면 사회

‘도심철도시설 이전 사업’ 고시 임박

부산일보 04면 종합

소방법 사각지대 놓인 ‘풍등’ 부산서도 화재 ‘불씨’ 무방비

부산일보 09면 사회

아파트 170m 앞 ‘저유소’ 있는데 안전관리 주체“ 제각각…
문화일보 15면 전국
부실 우려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쓰레기수거 비리 수사 확대하라”

국제신문 06면 사회

국제해양플랜트전 253개 업체 참가

부산일보 15면 경제

벡스코서 해양플랜트 전시회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국내 항만 이익금 60% 해외로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 이전 공공기관 6곳, 올 상반기 지역인재 채용 ‘0’명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섬유업체 미래 기술 지원 사업 준비”

부산일보 30면 인물

“세계灣클럽, 부산도 함께해요”

부산일보 31면 인물

부산경제진흥원 새 원장에 박기식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채 많고 적자에도…부산 공기업 평균연봉 전국 1위

국제신문 02면 종합

“해운 경쟁력 키우려면 해외 항만투자 늘려야”

아주경제 22면 인물

제16회 부산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경남도민신문 08면 사회

부산 관광 혁신, 산·학·관 머리 맞대

부산일보 16면 경제

PK의원들, 지역 외면한 ‘일자리·부동산 정책’ 맹공

부산일보 06면 정치

“판교테크노밸리, 지방업체 입주 불허로 차별”

부산일보 06면 정치

내년 준공 판교 제2 테크노밸리 수도권 규제완화 위해 편법
국제신문 03면 종합
조성
홍남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검토… 굉장히 신중”

국제신문 04면 종합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63% 수도권 몰려

국제신문 07면 사회

‘다양한 힐링코스’ 태교여행지 부산이 최고

부산일보 16면 경제

“문화예술계 더이상 성폭력은 안 됩니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아시아영화교류센터 내년 부산 설립

국제신문 21면 문화

‘아시아영화교류센터’ 부산에 설립된다

파이낸셜 25면 부산

막 내린 아시아필름마켓, 참여업체 38% 늘어

국제신문 20면 문화

연산동 고분군 역사·관광벨트 만든다

국제신문 07A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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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북방 교류 확대” 中 동아시아문화제 참석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시, 영화·토크 ‘맘스 컬쳐데이’ 세차례

서울경제 33A면 전국

2018 넥스트 콘텐츠페어 부산 벡스코서 오늘 개막

문화일보 15면 전국

“보고, 느끼고… 짜릿하게 즐겨라”

문화일보 27면 스포츠

부울경 단체장 “수도권 맞설 초광역 경제권 만들겠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동남권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울경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초광역경제권으로 만들자”

경남신문 01면 종합

사상 첫 100일 공동 회견… 북항서 “우리는 경제 한 뿌리”

국제신문 03면 종합

토크쇼 무대 ‘판문점 도보다리’ 연상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울·경 “소통·협력… 상생 발전” 결의

국민일보 14B면 사회

부울경
“갈등-반목의 시대 접고 상생협력으로 균형발전을…”
단체장
부울경 단체장 상생발전 결의문 발표
토크콘서트
부산·울산·경남, 상생발전 또 손잡아

동아일보 20D면 부산
매일경제 36면 인물
서울경제 33A면 전국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경·부·울 상생발전 결의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부울경 광역단체장 남북경협 힘 합친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동남권 공동협력기구부터 만들자” 경부울 단체장 상생방안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구체화

부산 BRT
사업 재개

동남권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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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이 경제심장으로 다시 뛸 것”

경남매일 01면 종합

신공항·식수문제 등 끝까지 합심할까

경남신문 02면 종합

동남권 현안 함께 풀자

경남일보 01면 종합

전면 중단 ‘부산 BRT’도 결국 재개

부산일보 01면 종합

‘BRT’ 숙제 해결했지만, ‘숙의 만능주의’ 경계 목소리도

부산일보 03면 종합

BRT 계속 만든다 공론위 찬성 61%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BRT 공사 재개” 공론화 실험 ‘절반의 성공’

한겨레 12면 전국

부산 BRT, 시민의 결정은 “공사 재개”

한국일보 14C면 부산

“BRT 재개”… 부산 첫 공론화 결론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재개로 결론

파이낸셜 01면 종합

“김해공항,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 개설 시급”

부산일보 09면 사회

김현미 장관, ‘김해공항 국제선 2단계 확장’ 사실상 거부

부산일보 01면 종합

‘콩나물시루’ 김해공항, 영업장만 늘린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김해신공항 이대론 불가” 부울경 입장정리

국제신문 01면 종합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확장이 답”

경남매일 02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김해신공항 건설 경부울·국토부가 결론내야”

형제복지원 전두환 전 대통령 “원장 풀어주라”
동래구
사하구

10/12

출처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산일보 01면 종합

동래파전에 불똥튄 전임 흔적 지우기

국제신문 06면 사회

사하구 오피스텔 5곳 불법 ‘방 쪼개기’ 의혹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하 ‘기우뚱 빌라’ 시공사 이번엔 오피스텔 불법 구조변경
국제신문 07면 사회
의혹
부산 사회복지공무원들 ‘우수 정책’ 공유

부산일보 10면 사회

우범지대 ‘땡땡이골목’ 100년 만의 변신

부산일보 02면 종합

“학교 통일교육 남북 화해시대 맞게 바꿔야”

부산일보 30면 인물

취수원 다변화 용역 월내 완료 부산시 청정수자원 확보 잰걸음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시정

“시민공원지구 재정비 층수 제한 반대”

국제신문 13면 경제

영남권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활기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시 주차단속 유예 확대

경남매일 08면 경제

부산 저유소 7곳, 주거지 인접 ‘빨간불’

부산일보 06면 종합

교육부·여가부·복지부 제각각 정책… 하나로 묶어 통합관리
국제신문 06면 기획
필요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속도낸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스마트시티’ 부산에서 ‘4차 혁명’ 국제표준을 제시한다

부산일보 18면 기획

“국제표준 선점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부산일보 18면 기획

녹산산단, 오후 6시 불 켜진 공장이 없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완성차업체 주문↓ 수출↓ ‘이중고’에 ‘1차 밴드’마저 흔들

부산일보 03면 산업

‘중입자 가속기’ 매듭 풀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기장 2023년 항암 메카로… 1억 드는 日 원정치료 사라진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선용품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부산항국제선용품박람회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항 ‘그린포트’ 변신 고삐 조인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BPA신사옥 북항재개발지에 지어야”

국제신문 16면 경제

일자리 찾아 나선 구직자들

한국일보 12C면 부산

세계지식포럼 부산 간다

매일경제 10면 경제

국내 항만 수익 930억, 고스란히 해외로 빠졌다

아주경제 04면 정치

부산, 규제완화로 지역상권 살린다

파이낸셜 26면 부산

부산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 종합

“혁신성장 불씨 살려라” 공기업이 앞장 선다

한국경제 C01면 기업

‘열공파’ PK 국회의원, 전문가급 실력으로 국감 뛴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297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선거 파행 책임 5개 수협, 공동어시장서 손 떼라”

부산일보 16면 경제

공동어시장 대표 선출 또 무산…”선거제도 바꿔야” 목소리

국제신문 02면 종합

“PK 민심 급격히 악화됐다 민주당 지도부 지역 챙겨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제3 금융중심지는 어불성설”… “용역결과 보고 신중 추진”

국제신문 03면 종합

민주 당대표·광역단체장 “남북 지자체 교류 활성화 노력”

경향신문 06면 정치

“음주운전은 살인”… 윤창호법 제정되나

국민일보 14면 사회

음주운전에 살인죄 적용 하태경 ‘윤창호법’ 발의

내일신문 03면 정치

이해찬 “일자리 바닥 친 듯… 나아질 것”

세계일보 04면 국방

이해찬 “10년간 약화된 경제체질, 조금씩 나아질것”

아시아투데이 05면 정치

“남북교류 확대·지방분권 강화” 한목소리

내일신문 05면 행정

‘화해·정상화 원년’ 화려한 부활 끝에 13일 BIFF 폐막식

부산일보 20면 문화

영화 세상 장벽 허무는 ‘배리어 프리’

부산일보 27면 라이프

“남북한 청소년 합창 하모니 기대하세요”

부산일보 31면 인물

넥슨 게임 콘텐츠 2차 창작축제 부산서 열린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넥슨, 12월 1일 부산광역시청서 ‘제6회 네코제’ 개최

아주경제 09면 IT

부산 자갈치축제 오이소

국제신문 01면 종합

영화제·K팝 페스티벌·게임쇼까지 가을 부산은 ‘한류 콘텐츠의
경향신문 05면 기획
바다’
내일 부산서 시민 참여 ‘브이 페스티벌’

파이낸셜 26면 부산

“해양도시 부산서 레저스포츠 짜릿함 즐기자”

경남매일 12면 스포츠

“김해신공항, 안전·소음·확장성 검증 우선돼야”

부산일보 12면 지역

관록의 4선 김정훈, 김해신공항·금융중심지 질타

부산일보 05면 정치

“김해신공항 건설 국토부·공군협의체 사실상 실체 없다”

부산일보 12A면 부산

“실체 없는 협의체, 김해신공항 계획 수립에 영향력”

경남일보 03면 종합

“BRT 공사 재개 시민 의견 수용”

부산일보 09면 사회

BRT구간 택시 진입 허용 고급 전용버스 운행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재개된다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산 BRT 공사 4개월만에 재개

문화일보 15면 전국

오 시장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해 달라”

부산일보 01면 종합

“형제복지원 특별법, 빨리 제정해주세요”

한국일보 12C면 부산

강서구

명지 최고가 신축 아파트 ‘졸속 시공’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구

좌천범일구역 통합2지구 승인 무효

국제신문 09면 사회

100억 들인 행정복지센터, 개청 두 달도 안돼 빗물 ‘줄줄’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부산 BRT
공사재개

형제복지원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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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자의 힘, 13년간 17억 모아 저소득층 어린이 도와

중앙일보 19면 기획

부산 미래, 블록체인 혁명서 찾는다

국제신문 06A면 사회

청년 아이디어로 새 일자리 만든다

국제신문 09면 경제

부산시·주금공, 주거복지 개선 ‘맞손’

국제신문 09면 경제

“韓, 신흥국위기 보다 G2무역전쟁이 더 위험”

매일경제 01면 종합

KT·부산시, 지식경영·행정 가장 빛났다

매일경제 05면 경제

현대상선 정상화 ‘출항’ 연내 8000억 자본수혈

한국경제 01면 종합

자본확충 급한 불 끈 현대상선 … “선박금융 등으로 5兆 실탄
한국경제 08면 경제
확보”
위아자
나눔장터

10/15

부산 시정

낯설지만 익숙한 놀이판…동남아 자연·문화가 보인다

국제신문 13면 문화

춤과 함께 펼치는 네트워크

국제신문 13면 문화

동래읍성역사축제 즐겨요

국제신문 05면 문화

‘윤창호법’ 제정 국회 응답하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日 영사관 앞 소녀상, 부산시가 관리하도록 조례 만든다

국제신문 05A면 사회

부산 6개 공기업 기관장 내정 … 낙하산 논란도

국제신문 02면 종합

남포·광복 지하상가 상인 국감서 호소

국제신문 06면 사회

활기 되찾은 BIFF 마무리 … 폐막작 ‘엽문 외전’

국제신문 01면 종합

원화평 감독 “예술이 된 액션, 부산서 첫선 보여 영광스럽다”

국제신문 12면 문화

유려하고 파워풀한 액션 연출… 섬세한 연기는 접어두자

국제신문 12면 문화

AFA 수료식… 직접 만든 단편영화 2편 상영

국제신문 12면 문화

부산응급의료센터 병원 7곳 지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다복동 잊어주세요” 통합복지사업 새 이름 공모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시 복지브랜드 명칭 공모 … 이달까지 접수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평화 소녀상 공공 조형물 되나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시 재해위험지구 점검 각종 안전규정 위반 ‘60건’

부산일보 10면 사회

“노후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대책 마련 서둘러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10년 끈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본궤도

국제신문 04면 종합

‘헐값 논란’ 사직야구장 위탁료 민간운영위서 협의

국제신문 06면 사회

복지부 “정책만 지원”…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재원 마련 막막

국제신문 02면 종합

연 200만 명 민락수변공원, 돈 없어 쓰레기 대란 예고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공기업 6곳 기관장 내정

파이낸셜 01면 종합

바퀴 달린 보행자? 차도로 내몰린 전동휠체어 ‘아찔’

부산일보 09면 사회

낙석·토사 유출 산성도로 불안불안

부산일보 09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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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묻지마 살인’ 행위, STOP!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남권 상생 방안 모색 ‘한중 정책포럼’

국제신문 23면 인물

“해양 미래 찾아라” 세계해양포럼 17일 개막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의 미래 성장 창의력서 찾아요

부산일보 17면 경제

유영민 과기 “부산기업 맞춤 R&D지원”

부산일보 17면 경제

넘쳐 나는 ‘공장 매매’… 산단, 현실은 부동산단지?

부산일보 03면 산업

올 들어 부울경 신규 상장 기업 한 곳도 없다

부산일보 03면 산업

대표 선출 파행 공동어시장 이번엔 일요일 경매 못 했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대만 메이커운동 선구자, 부산서 새 모델 찾는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수의계약 전환 영도 뉴타운 5구역 사업 ‘급물살’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항 터미널당 선석 수 늘려 경쟁력 확보”

국제신문 22면 인물

청년실업률 3년째 9%대…3040 ‘경제 허리’도 휘청인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경남 BSI 60 가장 ‘비관적’…기업 62% “올해 이익목표 달성
국제신문 03면 종합
어려워”
“부산 어민가구 3년 뒤 아기 울음소리 끊긴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행정편의에 막힌 신항배후 고부가 창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서 지식재산 페스티벌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부산 청년일자리 대회’ 내달 10~11일

서울경제 33B면 전국

‘블록체인 실험’ 성공한 각국 지방정부…비결은 脫규제·稅혜택
한국경제 11면 경제
‘당근’

부산 문화

부산국제
영화제

부마항쟁

‘블록체인 프런티어 코리아’ 도약 …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한국경제 11면 경제

대선주조, 부산불꽃축제에 3억1500만 원 후원

국제신문 22면 인물

살랑살랑 가을바람 따라 걷는 해파랑길

파이낸셜 26면 부산

평화·화합 노래 ‘부산국제합창제’

경남신문 18면 문화

쌀쌀한 날씨도 관객 열기 못 이겨… 자원봉사자 헌정 마무리

부산일보 22면 문화

보이콧 전면 해제, 다시 축제로

부산일보 22면 문화

“정상화 반갑지만 새 비전 창출 고민도”

부산일보 22면 문화

관객 수 19만5081명…화합·정상화 절반의 성공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영화제 19만5000명 몰렸다

경향신문 14면 전국

“재도약 가능성 발견” BIFF, 절반의 성공

서울신문 25면 문화

“부마항쟁, 광주 5·18에 영향”

국제신문 05면 기획

부산·창원 이원화된 행사 조율하고 기금 확보나서야

국제신문 05면 기획

“역사 앞에 부끄럽다 기억 않고 기록 않는 부마의 함성과 열정” 서울신문 12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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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김해공항 10년간 시설투자, 순익의 33% 불과

부산일보 08면 종합

“신공항 기존안 안돼…소음피해 막고자 전력”

경남도민일보 03면 기획

徐 ‘버스’→吳 ‘도시철도’… 대중교통 중심 이동

부산일보 03면 종합

도시철도 중심 체계로 대수술…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

국제신문 03면 종합

폐지도 검토 비리 적발 땐 ‘스트라이크아웃’ 적용

국제신문 03면 종합

“침례병원 공공인수 착수 부산시, 법원 경매 막아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기관장 인사검증 시의회 ‘기대 반 우려 반’

부산일보 05면 정치

어린이집 대표 겸직 기초의원 ‘징계 갈등’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 구·군 ‘채용·수의계약 부적절’ 여전

부산일보 10면 사회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

국제신문 07면 사회

오거돈 시장 “엘시티 공사장 안전 해결 안되면 준공없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문화회관 본부장 채용 인사검증 요구

국제신문 07면 사회

시의회 특위 구성… 23일부터 6개 기관장 비공개 인사청문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자체 공무직·기간제 묻지마 채용… 잇단 비리의혹 제기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사람·안전 중심’ 교통혁신 추진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버스정류소 한줄서기 시범운영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홍보 콘텐츠 공모

경남도민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국유재산 우수기관’ 선정

경남매일 08면 경제

중국발 불청객 미세먼지 엄습 오늘 부울경 올가을 첫 ‘나쁨’

국제신문 02면 종합

“스마트시티 표준 만들자” 부산서 ‘국제표준 포럼’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스마트시티를 디지털 플랫폼 메카로

매일경제 01면 종합

재개발 추진 운영자금 지원 신청 ‘0건’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의료관광, 러시아 극동 공략 나섰다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 특성화고·제대군인 대상 일자리 박람회 연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확대

국제신문 11면 경제

미식체험·스타셰프 요리쇼… 부산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

국제신문 11면 경제

세계 석학들 부산서 머리맞대고 동북아 평화·해양협력
국민일보 12B면 사회
모색한다

부산 정치

17~19일 부산 대규모 ‘세계 해양포럼’

서울신문 25면 인물

2018 세계지식포럼 부산

매일경제 10면 경제

‘군수 폐기하면 계약 해제’ 풍산금속 땅 ‘지워진 특약’

부산일보 01면 종합

불붙은 보수 야권통합… 시민사회 주도 새판짜기 움직임도

국제신문 05면 종합

직권남용 혐의 기장군수 징역 1년 구형

국제신문 07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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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범죄피해자 지원, 보조금조차 못 대는 지자체로 이관 논란

중앙일보 17면 전국

목소리의 성찬 부산을 울린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국내외 2000명의 하모니 부산국제합창제 … 평화·화합
국제신문 20면 문화
노래한다
스크린, ‘장애의 장벽’을 깨라

부산일보 20면 문화

시청각 장애 허물고 다 함께 영화 볼까요

국제신문 21면 문화

부산문화회관 본부장 후보 자질 논란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은 촬영하기 너무 좋아 이야기 구상 중”

부산일보 24면 인물

오래된 킬러 콘텐츠 정비 … 부산 원도심 활성화 꾀한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엘시티 비리 등 우리 사회 가려진 그림자들 조명”

국제신문 25면 인물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국제신문 16면 교육

전각 전시회 19일까지 부산은행갤러리서 열려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울·경으로 저렴하고 알찬 가을여행 떠나요

파이낸셜 23면 부산

“부마항쟁 39주년… 국가기념일 지정을”

부산일보 01면 종합

“독재 타도 한뜻, 부산 시민 모두가 투사였고 영웅이었다”

부산일보 06면 사회

“16일 부산 시작, 18일 마산 확산 10·16 기념일 적합”

부산일보 06면 사회

‘10·16 새로운 시작’… 오늘 부마민주항쟁 39돌

국제신문 08면 지역

해운대·원도심에 ‘트램’ 달린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운대·원도심 명소에 트램 달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옛 도심·해운대 ‘트램’ 운행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 원도심·관광지에 트램 달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소음대책 없는 신공항” 김해시 공론화

국제신문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문제 공론화한다

경남매일 03면 종합

사상구

동서남북 고층 건물에 다 가로막힌 단독주택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 며칠째 원인모를 악취

국제신문 08면 지역

해운대구

“반송여중 안전 등굣길 만들어 주세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지부진’ 마을 재생 방안,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쏟아지는 무상 정책… 시·구·교육청 ‘뭉쳐야 싸다’

부산일보 22면 교육

부산시 공공기관 인사 규탄 시민단체·노동계까지 가세

부산일보 09면 사회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올스톱’… 조합·건설사 불만 고조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하라”

국제신문 06면 사회

어린이집 대표 겸직 기초의원 곳곳서 논란

국제신문 06면 사회

“글로벌 해양수도 되려면 관광산업 키워야”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 문화

부마항쟁

트램 운행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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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부산 문화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부산형 시민행복지표’ 개발 착수

서울경제 27B면 전국

부산시, 시민총행복지표 개발 ‘시민행복 라운드테이블’ 개최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녹색복지’ 속도내는 부산 파이낸셜

아주경제 01면 종합

태풍 몰아쳐도 피항 강제 못 해… 선박사고에 우는 조선소

국제신문 06면 사회

송철호·이진복 ‘다기’ 김경수 ‘유니폼’ … 부산 위아자 후끈

중앙일보 19D면 부산

부산 도시재생의 모든 것 알려드려요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주거복지사업 주민참여 예산 도입

부산일보 16면 경제

‘공시가의 4.5배’ 사유지 매입액 현실화… 재정악화 우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지식재산페스티벌

국제신문 07면 사회

지역중기 우수제품 백화점서 최대 반값 할인

국제신문 12면 경제

제20회 부산수출 대상·유공자 포상 접수

국제신문 14면 기업

김무성 사돈기업, 외국인 투자구역 불법입주

국제신문 07면 사회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 성황리

경남매일 08면 경제

현대차, 치매예방 ‘치유농장’ 만든다

매일경제 17면 기업

현대차, 부산에 치매예방 농장 건립

경남도민일보 09면 경제

힘받은 현대차, 수소사회로 직진… 충전소 직접투자 속도

머니투데이 03면 종합

부산의 맛·축제 찾아서 외국 언론 발길 줄이어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불꽃축제 명당 금련산·용호동 부상

부산일보 10면 사회

한복과 전통음악의 매력적인 ‘앙상블’

부산일보 20면 문화

“배산성지는 왜적의 동래지역 진입 막는 군사 요충지”

부산일보 20면 문화

배산성지서 대형 건물터·축대 발견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문화재단 세종문화상 수상

국제신문 18면 문화

평화 퍼레이드·가요제·토크쇼 오륙도 축제서 다 함께 즐겨요

국제신문 07면 사회

멋드러진 전통미의 향연 ‘美&樂’

국제신문 18면 문화

“철저한 캐릭터 분석·스태프 소통이 연출력 비결”

국제신문 25면 인물

‘이웃집 언니’ 김기영…치밀한 대중연극 꿈꾸는 김민우

국제신문 19면 기획

전통춤·뮤지컬·관현악 공연 … 볼거리·즐길거리도 풍성

중앙일보 19D면 부산

엑소·레드벨벳 등 한류스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총출동

한국경제 30A면 지역

‘보수 대통합’ ‘선거구제 변경’ PK 총선 최대 변수 부상

부산일보 05면 정치

김미애 변호사, 한국당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맡아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항 대형 선박 화재 진화에 취약

부산일보 10면 사회

6·25 70주년 UN참전용사 감사행사 보훈처, 2020년 부산개최
국제신문 04면 종합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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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수용 자체가 인권침해” 국감장 오른 부산구치소 이전

국제신문 05면 종합

윤종서 중구청장 재산 허위신고 의혹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마항쟁 39주년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제정을”
부마민주항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진상 규명에 힘 모으자”
쟁
“’10·16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만들자”

부산일보 02면 종합

“김해 ‘소음도시’ 되기 전에 뜻 모으자”

경남일보 05면 사회

낙동강 유입되는 대구·구미 산단 폐수 전량 재이용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굽이마다 공장들, 내뱉는 유해물질만 하루 17만t

부산일보 03면 사회

페놀·다이옥산… 독극물에 얼룩진 낙동강의 수난史

부산일보 03면 사회

“중금속 폐광 유출수 낙동강 노출 위험”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 “일몰 대상 공원 96% 보존”

부산일보 08면 종합

일몰제 공원 97% 사수 ‘핀셋매입’ 작전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민행복 위해… 부산시, 시민공원 지킨다

동아일보 20D면 부산

오거돈 “공원일몰제 대상 97% 지키겠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낙동강
수질문제

공원일몰제

국제신문 02면 종합
경남신문 14면 인물

IoT 창시자 케빈 애슈턴, 세계해양포럼 문 연다
세계해양포
해양 스타트업 대회부터 해양수산 新비즈니스 기회까지
럼
세계해양포럼 오늘부터 사흘간 부산서 열려

부산일보 01면 종합

차부품업체 부산 차부품 업계, 인도시장 공격앞으로
인도시장 부산 車부품 사절단, 인도서 28억 원 규모 성과
진출
부산시, 자동차 불황 돌파구 인도서 찾는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제조업체 60% “경기 바닥 아직 멀었다”
부산 제조업
부산 제조업체 10곳 중 6곳 “경제 더 나빠질 듯”
경기불황
부산 제조업체 “우리경제 아직 바닥 아니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동남권
신공항
중구
동래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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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부산일보 18면 경제
동아일보 20D면 부산
국제신문 12면 경제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국제신문 12면 경제
한국일보 12C면 부산

김해, 신공항 관련 단체 총망라 통합 기구 출범

부산일보 12면 부산

김해신공항 해법, 지역민과 ‘공론화’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부산 중구, 교통안전 개선 ‘저조’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래구,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횡령 등 묵인”

국제신문 08면 사회

장애 딛고 드라이플라워 재능 발휘 … 자립 꿈 새록새록

국제신문 08면 사회

“낙동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하자”

부산일보 13면 지역

“부산구치소 이전, 내년 3월까지 결론”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구치소 내년 3월까지 결론”… 사상구민 반대 ‘산 넘어 산’

국제신문 08면 지역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거창에 법조타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부산일보 09면 정치

무료 끝난 산성터널, 이용차량 ‘반 토막’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항 등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미설치”

부산일보 13면 지역

“부산·이스라엘 교류 더 늘려 윈윈하자”

부산일보 32면 인물

첫발 딛는 부산 지질·지반조사… 4년 내 지진재해지도 제작

국제신문 03면 종합

낙동강하굿둑 개방 실증실험 내년 2월에

국제신문 08면 지역

부산교통공사 평균연봉 전국 도시철도 중 1위

국제신문 02면 종합

“수영만 마리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학교 성폭력 체계적 대응위해 TF 운영 시급”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조선기자재, 중동 본격 공략

부산일보 16면 경제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두바이서 710만 달러 성과

국제신문 12면 경제

대만 크루즈 관광객 1만 1000여 명 내년 부산행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대만 관광객 유치 청신호

파이낸셜 01면 종합

‘카카오 카풀’ 시동, 부산 택시 핸들 놓나

부산일보 02면 종합

‘카카오 카풀’ 반발 택시업계 오늘 운행중단·규탄대회 맞불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중기 12개사 대만서 수출상담회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오늘 타이베이서 중기 수출 상담회

서울경제 33면 전국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서포터즈 떴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입주지연 현실로… 부동산 새 뇌관

국제신문 01면 종합

전세 4000만 원 내려도 세입자 없어… 규제 최소화해야

국제신문 03면 종합

기술창업지원 ‘센탑’ 디딤돌… 2년만에 VC투자 747억 늘었다

머니투데이 17면 경제

“’갈매기’지원으로 창업 안착… 글로벌 시장도 배달”

머니투데이 17면 경제

공유경제 확산… 부산이 꿈틀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자율주행車 시대 제조업체엔 기회”

한국경제 30A면 지역

“지방분권 앞당기려면 국회 특위 필요”

부산일보 01면 종합

“정부 ‘종합계획’ 기대 못 미쳐… 개헌 앞서 법률 손질부터”

부산일보 06면 정치

“자치경찰제, 제주도서 효과 입증… 현 정권 내 전국 확대해야” 부산일보 06면 정치
민주당 “내부 결속”-한국당 “세 확장”… 부산공략 시동

국제신문 05면 종합

“미군 군복 한 벌 씻으면 쌀 한 되 값은 나와”

부산일보 23면 문화

10년 맞은 갈맷길 함께 걸으며 가을 정취 만끽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국제합창제 나흘간 열전

국제신문 01면 종합

독립운동 박재혁 의사 기념관, 모교 개성고에 만든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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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시원공익재단 사회복지상 시상식 열려

출처
동아일보 18D면 부산

엑소·워너원·레드벨벳 한자리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20일
매일경제 32면 문화
개막
불꽃 피어오른다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세계 해양 전문가들, 부산서 ‘WOF 항해’

부산일보 01면 종합

“IoT 통한 신해양경제, 한국과 부산이 리더십 발휘 기대”
세계해양포
역대 대회 포스터 17개 전시… 포럼 발자취 한눈에
럼
“해양관할권 갈등 심화, 민간 부문 협력으로 해결책 찾자”

부산일보 04면 경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주목

부산일보 05면 경제

“비행기 소음에 TV도 못 볼 지경”

국제신문 08A면 지역

동남권 신공 김해공항 인근 주민 “매일 전쟁터 사는 느낌”
항
김해시 ‘신공항 정부 일방 추진’ 제동 건다

부마항쟁

부산일보 05면 경제

경남도민일보 07면 자
치의정
경남도민일보 06면 사회

“하루하루 전쟁 속에 살고 있다”

경남일보 02면 종합

진상 규명·국가기념일 지정 ‘첫발’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100만인 서명운동 나선다

경남도민일보 05면 사회

부실 조사 바로잡을 ‘관련법 개정안 통과’ 시급

경남신문 05면 사회

부산 공공기관장 후보 인사검증, 市도 의회도 ‘갈팡질팡’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비공개→공개 ‘오락가락’
인사검증
부산시, 23일 첫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부산일보 03면 종합

공유사무실 세계적 기업 ‘위워크’ 부산 온다
위워크 부산
‘사무실 공유업계의 우버’ 내년 부산 진출
진출
공간 공유업체 ‘위워크’ 부산 진출

부산일보 16면 경제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국일보 14C면 부산

국제신문 12면 경제
서울경제 33면 전국

금정구

어린이집 대표 겸직 구의원 금정구의회서도 징계 추진

부산일보 12면 사회

기장군

부산 모전中 국제안전학교 인증 획득

서울경제 33B면 전국

남구

남구의회, 구 조직개편안 또 합의 불발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네치아’ 장림포구에 레인보우 브리지 들어선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선관위, 윤종서 중구청장 ‘재산 허위 신고’ 조사

부산일보 12면 사회

내년 전국 17곳에 ‘무궁화동산’ 조성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부산 영산고의 ‘행복한 아침밥’

한겨레 12면 전국

원전해체연구소, 부·울 ‘공동 유치’ 위해 손잡나

부산일보 03면 사회

“바라카 원전서 부실 확인 모델 같은 신고리 멈춰야”

부산일보 12면 사회

‘태풍피해 단골’ 마린시티, 방파제 국비지원 비상

부산일보 12면 사회

사하구
중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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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04면 경제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근현대박물관 조성도 원점 재검토

국제신문 01면 종합

문화계 “국비까지 따놓고…” 시의회 “전시·업적용 가려야”

국제신문 03면 종합

성급하게 설치한 회전교차로 ‘위험천만’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페루사업은 허울뿐” 질타

국제신문 04면 종합

기관마다 제각각 사업… 협업 틀 갖추고 지원망 촘촘히 짜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사회가 아이 함께 키우는 시스템 만들겠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6개 공공기관장 공개 인사검증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시 공공기관장 인사 잇단 잡음

한국경제 28A면 지역

‘여성·아동폭력 STOP’! 부산서 캠페인

파이낸셜 26면 부산

세계해양포럼, 바다 미래 지평 넓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개도국 SOC 원조 정부 기금으론 한계, 민간 투자 절실”

부산일보 04면 경제

해조류 포장재·바다 쓰레기 먹는 드론… 번뜩이는 아이디어
부산일보 04면 경제
경연장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발등의 불 황산화물 규제, 선사 상황 따라 맞춤 대책을”

부산일보 05면 경제

“우리 상품이 최고” 10팀 치열한 프레젠테이션 경쟁

부산일보 05면 경제

부울경 주택거래 바닥, 장기 침체 국면

부산일보 09A면 종합

43% 급감… 9월 부산 주택매매 ‘꽁꽁’

국제신문 13면 경제

“카풀 도입 안 된다” 택시업계 반발 격화

부산일보 09면 종합

국토부 “카풀 하루 2회로 제한 방침”

국제신문 09면 사회

“심해어장 개발, 부산시 사업 파트너 될 것”

부산일보 32면 인물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 상인이 주도, 시장 되살렸다

부산일보 10면 기획

“시장 주인은 상인, 상인들 자체 회비로 각종 이벤트 개최”

부산일보 10면 기획

791건·4억 달러 수출상담…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 성료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어시장 ‘진흙탕 싸움’ 시민단체 “차라리 공영화”

파이낸셜 01면 종합

‘말 많고 탈 많은’ 금융공기업, 국감에 바싹 긴장

부산일보 18면 경제

역대 부울경 단체장, 의원·교수·가수… ‘광폭 행보’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구치소 이전’ 어떻게? 정치력 시험대 오른 김도읍

부산일보 08면 정치

‘수영만 마리나 재개발’ 밀실 추진 질타

부산일보 08면 정치

원전 냉각수배관 터널 되메우기 공사

부산일보 03면 사회

김미애·이언주·송희경 전면에… 부산 차기총선 여풍 예고

국제신문 05면 종합

놀고 먹고 쉬고… 가을엔 부울경에서 ‘쓰리 고’!

부산일보 19면 교통

미술품 사고파는 큰 장 섰다… ‘BFAA 국제아트페어’ 개막

부산일보 24면 문화

주말 서면서 신체 나이 측정 해 보세요~

부산일보 1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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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오륙도평화축제 부산 남구 평화공원서 열린다

부산일보 13면 사회

예상치 못한 단체 종목 부진… 부산 ‘아쉬운 종합 12위’

부산일보 20면 스포츠

극단의 시대 인류 역할을 묻다… 세계인문학포럼 31일 개막

국제신문 17면 문화

“환상의 코스 영도, 철인3종경기 개최지로 블루오션”

국제신문 23면 인물

부산 보수동책방골목 문화축제 오늘 개막

동아일보 18D면 부산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뚝’… 부산의 ‘비결’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 고령자 고령화 도시 부산의 반전
교통사고
노인 교통안전대책이 사망률 낮췄다
감소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

부산
불꽃축제

항만공사
방만경영

중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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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4면 사회
파이낸셜 01면 종합
경남매일 07면 지역

불꽃 쏟아지는 밤하늘, 옛 추억에 물들다

부산일보 19면 교통

매년 100만명이 즐기는 불꽃축제… 27일 광안리 일원서

경향신문 P04면 라이프

불꽃으로 물드는 부산 광안리 밤하늘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불꽃 수놓일 가을밤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항만공사 1년 근무해도 억대 명퇴금

부산일보 06면 정치

항만공사 명퇴금 등 방만경영 질타

국제신문 05면 종합

23개월 일하고 1억, 항만공사들 명예퇴직금 잔치

조선일보 04면 종합

부산시, 11년 만에 첫 ‘남북교류협력위’
부산시 남북
釜·北경협 잰걸음 평양서 실무 접촉
교류협의회
남북교류 박차… 오늘 부시장 방북
부산시
문화상

출처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제신문 01면 종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이복률 교수 등 7명 ‘부산시 문화상’ 수상

부산일보 32면 인물

이복률 부산대교수 등 7명 부산시문화상 수상

국제신문 23면 인물

부산시문화상 이복률 교수 등 7명 선정

리더스경제 14면 인물

중구 조례 만들어 지역소재 영화제작 지원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 행복주택 사업 내달 착공

국제신문 12면 경제

아시아드CC 매각 놓고 부산시-주주들 충돌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거돈 시장 해양수도 로드맵 마련 시급”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무상교복 지원 천차만별

국제신문 01면 종합

상수도 공사지연 늑장 공지하고… 제거 안 된 탁수 콸콸

국제신문 07면 사회

학생·교사·주민 머리 맞대니… 애물단지 매점이 ‘복덩이’로

국제신문 11면 기획

“걸음마 단계인 학교협동조합, 지역사회 관심 중요”

국제신문 11면 기획

관행 딛고 변해야 산다…부산시에 ‘혁신의 바람’

한겨레 12면 전국

부산 공공갈등 해결 심의위원회 공식출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도시철도·시내버스 요금 ‘조조할인’

매일경제 30면 전국

부산항 초미세먼지 도심 주민 건강 위협

부산일보 02면 종합

야간에 8차로 무단횡단은 ‘자살 행위’!

부산일보 10면 사회

완공 2년 감천항 어선부두 벌써 지반 곳곳 침하·균열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소방관 건강 전국 최악 10명 중 8명 이상소견 진단

국제신문 06면 사회

14년 이어진 나눔의 행렬, 올해 기부금 1억2934만원

중앙일보 18면 기획

‘동북아 평화와 해양 협력’ 주제 토론 호평

부산일보 20면 경제

건설사들 ‘부동산 규제 직격탄’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동산 규제, ‘메이저’보다 지역 건설사 더 아프다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입주난’이 조만간 ‘자금난’으로… 지역 건설사 위기 ‘일촉즉발’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부산 미분양 ‘공포’ … 석달째 3천가구 웃돌아

파이낸셜 01면 종합

독특한 건축물·100년 역사의 만물시장, 관광객 사로잡다

부산일보 06면 기획

“시장이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건 상인들의 친절과 친근함 덕분” 부산일보 06면 기획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항 무인자동화 도입 논의 본격화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도시재생지원사업 허브 남부도시금융센터 개소

국제신문 12면 경제

“남북 교통망 연결 땐 부산이 한반도 경제공동체 중심”

국제신문 23면 인물

대량구매 후 나눠 판매…어묵은 불법·두부는 합법

국제신문 02면 종합

전국 최대 부산 첫 행복주택 중단 위기

국민일보 13B면 사회

“금융의 자산은 곧 사람… 직원의 경쟁력 높이는데 최선”

동아일보 20C면 영남

해외34개사 부산서 수출상담회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해양수산 글로벌 연수 아시아·아프리카 7개국 전수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美中 등 해외바이어 상담회

서울경제 33A면 전국

부산시, 중기 해외진출 돕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신항 터미널 운영 5개사 중 4개 외국자본… 국부유출 우려”

경남신문 04면 종합

표심 흔드는 부산구치소… 장제원·김도읍 밀어내기에 사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항만공사, 경남 홀대 계속

경남신문 02면 종합

원아페 개막… 28일까지 부산은 한류의 바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시공 너머 요정과의 만남…마술 공연예술 ‘스냅’ 원아페서
국제신문 19면 문화
만난다
부산 문화

국립부산국악원 현재와 미래는…

부산일보 26면 문화

건축·연극·춤…해외도시와 함께하는 종합예술 축제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본사 공기업, 실업팀 창단 적극 나서야”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산의 허파’ 걸으며 제대로 힐링했죠

서울경제 3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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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보도내용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 기록물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기록 한일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부산서 ‘한자리에’
유산
한·일 조선통신사 기록물 한눈에 본다

부산일보 26면 문화
국제신문 02면 종합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일본~러시아 ‘환동해 크루즈’ 내년 4월부터 뜬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팬스타그룹, 부산 모항 크루즈 내년 4월 첫 출항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日~러 크루즈 내년 취항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항쟁 때 무단연행·고문 당해… 아직도 자다가 벌떡 깨기도”

국제신문 05면 기획

“밝혀지지 않은 사실 나오면 계속 수정·보완해야”

국제신문 05면 기획

동남권
신공항

“공항공사 김해공항 확장 사업비 과다 산정됐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강서구

“입주민이 인정해야 준공 허가”

부산일보 09면 사회

금정구

‘어린이집 대표’ 겸직 금정구의회 의원, 출석정지 10일

부산일보 09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회계 현장 점검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래구

우리 동네 알짜 정보 ‘한눈에’ 동래구청 ‘맞춤형 지도’ 보급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하구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장 보은인사 논란

부산일보 06A면 사회

서구

구덕운동장 재개발 ‘테니스장 딜레마’

부산일보 09면 사회

연제구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반대”

부산일보 10면 사회

낙동강 하류 정수장에 ‘분말활성탄’ 설비 도입

부산일보 10면 사회

환동해
크루즈
부마
민주항쟁

연제구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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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드CC 이사회 무산

부산일보 01면 종합

아시아드CC 매각 관련 이사회 무산

국제신문 01면 종합

명지녹산산단 위험물 시설 내진 설계 전무

부산일보 08면 종합

녹산산단 위험물 저장시설 지진 무방비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첫 인사검증 ‘엘시티 선물’ 파문

부산일보 01면 종합

엘시티에 선물받은 공무원 엉터리 징계 뒤늦게 드러나

국제신문 06면 사회

옛 부산외대 공공개발 헛바퀴 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최대 재건축사업, 시작도 전에 고소고발 난무

국제신문 11면 경제

“소상공인 지원 보증실적 내년 4000억 목표”

국제신문 24면 인물

“바다숲·목장 조성 일몰제 대비 신사업 발굴 주력”

국제신문 25면 인물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279종 ‘깐깐 검사’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노인 고독사 예방 위해 지자체 뭉친다

아시아투데이 08면 사회

낙하산 인사 vs 전문가 기용 … 개방직 공무원 채용 논란

중앙일보 18D면 부산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북항 마리나 시설 설계 확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모범 보여야할 공공기관조차 최저임금 위반 2년간 1856건

매일경제 05면 정치

10만 명 몰린 부산 위아자 … 역대 최고액 3880만원 모금

중앙일보 18D면 부산

비엔그룹, ‘위아자 나눔장터’ 올해로 12년째 동참

헤럴드경제 종합

“전기차는 충전시간 길고 수소차는 짧다”

내일신문 15면 산업

부산시·남부발전 클린에너지산업 육성 ‘맞손’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시, 남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협약

서울경제 32B면 전국

자동차부품업계, 정부에 3조원 지원 요청

국제신문 11면 경제

움츠렸던 조선기자재업계 ‘기지개’

아시아투데이 11면 경제

일본 서안지역 타겟 세미나

경남매일 08면 경제

이번 주 부·울·경 ‘국감 위크’ 경남 ‘김경수 감사’ 격전 예고

부산일보 04면 정치

산은 지역인재 채용 11.4% 최하… 금융 공공기관 차별 여전

부산일보 04면 정치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결의대회

부산일보 08면 종합

소수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소수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국제신문 05면 종합

‘미세먼지 주범’ 노후차 폐차 늘릴수록 지자체는 앞이 막막

국제신문 03면 종합

한국당 존재감없는 현역 교체… ‘골목정치’ PK의원 타깃되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너도나도 TF팀 꾸려 ‘물밑 경쟁’

세계일보 08면 경제

서울 출생이 스펙인 시대…국회·서울대 지방 옮겨야

한겨레 13면 전국

버려진 쌀 창고에서 부산을 다시 알리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시민은 반기는데… 전문가는 경각심

부산일보 10면 사회

아시아 문화예술 대표적 국제회의 FACP, 올해 부산서 열린다

국제신문 19면 문화

요산 김정한 선생 저항정신에 물들 문학제

국제신문 18면 문화

젊은 작가·기획자, 을숙도문화회관 두드려라

국제신문 18면 문화

축제현장서 펄떡인 생생한 문화복지… 문화누리카드 新활용법 국제신문 19면 문화

IEC
부산총회

IEC 부산총회 개막

부산일보 01면 종합

IEC 부산총회 개막

국제신문 01면 종합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힘, 부산에서 시작됐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4차산업 국제표준 논의 … 한국, 상임이사 진출 입지 다진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IEC 부산총회 전기·전자 국제표준 논의

서울신문 25면 인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국제표준 논의”

세계일보 18면 경제

부산서 ‘IEC 총회’ 열린다

아시아투데이 14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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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부산서 IEC 총회 개막 … “한국, 4차산업혁명 비전 제시”

중앙일보 B02면 경제

국제전기기술위 부산총회 개최 ‘역대 최대 규모’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IoT 등 국제표준 제시”

머니투데이 04면 종합

제조업 강국 한자리…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 논의

파이낸셜 01면 종합

IEC 총회 개막 … 전기·전자 국제표준 논의

한국경제 13면 경제

부산은행 노사 “지역 기업 지원, 매년 12억 기금 조성”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형 사회 부산은행 국내 첫 지역형 사회연대기금 조성
연대기금 부산銀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발족

수소
경제사회

머니투데이 25면 인물
경남도민신문 11면 경제

성윤모 산자부장관 “수리조선업 성장 가능성 주시”

부산일보 16면 경제
국제신문 11면 경제
한국경제 28A면 지역

“조선산업 도울 금융프로 마련할 것”

아시아투데이 30면 인물

부산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평생학습 박람회’ 열린다… 정책·사례 소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서 ‘평생학습 박람회’ 열린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수소 바닷길’… 수소경제사회 진입 전략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수소경제사회 선도해야”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수소 바닷길 선언해 수소경제사회 진입해야”

서울경제 32B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경남신문 03면 종합

사상구

부산 사상구 성장률 최저 수준

부산일보 04면 정치

영도구

영도 도시재생, 노후화된 경찰서 이전부터 시작?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중구청, 부평·신창동 일대 트램 도입 추진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남항 방재 호안 내달 첫 삽

부산일보 02면 종합

‘주거 백지화’ vs ‘공론화’ 부산롯데타워 연내 결론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 에너지전환공사 설립을”

부산일보 14면 지역

환경미화원 채용에도 ‘블라인드 면접’

부산일보 12면 사회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수익 무려 9113억, 전국서 가장 많아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푸대접’ 기술보증기금, 부산 토종 공공기관 맞나?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에 본사 둔 기보도 지원사업 수도권 퍼주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2022년까지 2조4500억 투입 ‘사회양육’ 체계 만든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복지부, 서부산의료원 예타조사 신청

국제신문 08면 지역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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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銀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발족 뜻 모아
산자부장관 부산 방문 산업부 장관 “조선산업 활력 제고 금융지원”
부산 방문 성윤모 장관 “조선은 韓성장 주도할 주력산업”

평생학습
박람회

출처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북항 마리나 설계 정림종합건축사무소 작품 선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산성터널 뚫렸지만 … 출퇴근길 만덕터널 정체 아우성 여전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항대교 밑 친수공간 야영객에 몸살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원도심 명소 잇는 트램 추진

중앙일보 18D면 부산

정규직 전환 때 고용승계 vs 공개채용… 서울·부산교통公 다른
한국일보 01면 종합
길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정규직 전환 기준 모호해 노-노 갈등도…

한국일보 08면 종합

영유아 차액보육료 내년부터 전액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인공습지, 오염·주민반대 걸러내는 현실적 대안 부상

부산일보 09면 기획

“조류매트, 수온 높았던 8월 정화효율 높아”

부산일보 09면 기획

정부, 감천항 부두 균열·침하 보수 착수

국제신문 01면 종합

“채용비리 고발하자 주변 눈총, 나만 회사 떠났다”

중앙일보 05면 사회

평생학습박람회 부산서 개막

부산일보 18면 경제

해외통상자문위원 초청 수출상담회

부산일보 19면 기업

부산항 ‘항만 자동화’ 노사정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5년간 50조 규모… ‘부산롯데타운·오시리아 테마파크’ 날개
부산일보 03면 사회
다나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 후보 재모집에 6명 출마

국제신문 13면 경제

지역 신발업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

국제신문 12면 경제

캠코법 1조부터 바꿔 영역 넓힐 것

서울신문 19면 기업

자산관리 넘어 가계·기업·공공 위기 극복 돕는 종합상사로

서울신문 19면 기업

“연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마련”

매일경제 16면 경제

부산서 발송한 ‘물 공문’ 경남 모르쇠

부산일보 06면 정치

‘당 대표’는 단순화, ‘최고위원’은 복잡

부산일보 05면 정치

PK 한국당 찬성 돌아섰지만… 갈 길 먼 중대선거구제

부산일보 05면 정치

신공항·물 공급 문제, 뜨거운 감자로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김해신공항·부산경남 식수문제 추궁

경남신문 02면 정치

부산 곳곳 예술의 향연

부산일보 22면 문화

시민 삶을 더 풍요롭게…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라

국제신문 19면 문화

국립부산국악원 10주년 ‘우리 기쁜 좋은날’ 큰잔치

국제신문 18면 문화

“연주자·후원회 힘 합쳐 국악 저변 확대하겠다”

국제신문 25면 인물

112ｍ 상공서 불꽃축제 준비 구슬땀

국제신문 08면 지역

가을 밤하늘 눈부신 불꽃향연… 주말 광안리로 오세요

아주경제 18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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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동남권
신공항

보도내용
27일 송상현광장서 ‘내사랑부산축제’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부산의 맛에 풍덩

아주경제 18면 지역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1주년 행사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김해신공항반대 공동시민대책위 출범

부산일보 14A면 부산

김해신공항 반대 범대위 활동 돌입

국제신문 08A면 지역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한국경제 30A면 지역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 발족

경남도민일보 07면 자
치의정

김해신공항반대투쟁 조직 떴다

경남매일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반대”… 김해지역 민·관·정 뭉쳤다

경남신문 06면 사회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경남일보 05면 사회

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 2명 지명 철회 요구

부산일보 01면 종합

“’엘시티 선물’ 받은 2명 지명철회하라”
공공기관장
부산시의회 인사검증 첫날… 송곳 질문 없이 ‘무딘 검증’
인사검증
전문성 검증은커녕 … 맥 못 짚고 겉도는 질문에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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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05면 정치
국제신문 03면 종합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에 전국 첫 ‘패브릭 메이커 랩’ 개소

부산일보 19면 기업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서울경제 27B면 전국

‘부산 패브릭 메이커 랩’ 오늘 개소

경남도민신문 08면 사회

“어린이집 운영 시간 오후 7시 30분까지”

부산일보 01면 종합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모든 어린이집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

한국일보 11C면 부산

부산 모든 어린이집 저녁 7시반까지 운영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논의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오늘 ‘교육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부산시-부산교육청 사립유치원사태 논의
강서구

국제신문 03면 종합

“엘시티 비리 연루된 부산 公기관장 내정자 지명 철회해 달라”
부산 패브릭 부산 서면에 ‘패브릭 메이커 랩’ 전국 첫 개소
메이커 랩 ‘부산 패브릭 메이커 랩’ 오늘 개소

부산
어린이집
연장운영

출처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서울경제 27B면 전국
파이낸셜 01면 종합

강서문화복합시설 관리·운영비 갈등, 감사원 감사 받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명지국제신도시’ 새 이름 선정 우리말 후보군 포함 다시 진행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부구청장들 “관용차 출퇴근 의전 받지 않겠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눈길 쏠린 인사검증

부산일보 01면 종합

쏟아진 ‘엘시티 선물’ 질타에 정경진 후보자 “사과드린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엘시티 선물’ 집중추궁… 정경진 후보 “도덕적 책임 느껴”

국제신문 04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부산 ‘트램’, 예타 앞에서 올스톱

부산일보 01면 종합

트램 검토 지자체만 16곳, 예산 확보 대책 없이 ‘너도나도’

부산일보 03면 종합

공무원 노조-환경단체 ‘낙동강에코센터’ 충돌 왜?

부산일보 09면 사회

공적조서 없어도… 명퇴자 ‘특별승진’

부산일보 08면 정치

첨단 스마트 검침시스템 도입 부산 상수도 누수량 확 줄인다

국제신문 08면 지역

전포역에 캐리어 넣을 수 있는 대형 보관함 생긴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무료 시민건강교실은 어르신 건강 내비게이션”

국제신문 25면 인물

공보육 강화 등 ‘부모와 같이 아이 키우기’ 4대 전략 추진

국민일보 31면 종교

“안심 보육환경 조성,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 것”

국민일보 31면 종교

부산 유치원 집단휴원 결의후…비난에 번복

매일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노숙인 등 독감 예방접종 ‘헬핑핸즈’

서울경제 32B면 전국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해야

경남도민일보 05면 사회

‘도시재생 금융지원’ 남부도시금융센터 개소

부산일보 20면 부동산

“동네이발소를 남성 뷰티숍으로”

부산일보 18면 경제

아시아 ‘메이커 축제’ 부산서 열려

부산일보 16면 경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현장서 답 찾아야”

부산일보 34면 인물

부산 일자리사업 ‘스템빌리지’ 100% 국비로

국제신문 01면 종합

14주년 맞은 부산과기협, 오늘 첫 회원의날 개최

국제신문 25면 인물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부산에서 열린다

동아일보 20D면 부산

25~27일 부산 벡스코서 평생학습 박람회

중앙일보 19면 기획

클린에너지 산업 육성 남부발전-부산시 협약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기업 하기 좋아진 부산 올들어 39곳 옮겨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 내달 7일 여야 합동으로 개최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새내기 3인방’ 첫 국감서 예상 밖 선전 ‘눈길’

부산일보 08면 정치

‘힘’ 빠진 해수부 사무 지방 이양

부산일보 01면 종합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논의 연말까지 매듭 짓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코레일·철도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 불법 수주

국제신문 04면 종합

LH·코레일은… 퇴직자 경력 뻥튀기로 재취업 도와

매일경제 05면 사회

북, 남측에 ‘과학분야 학술연구’ 공동사업 제안했다

경향신문 08면 종합

한유총 “교비 유용은 잘못… 그래도 사유재산”

경향신문 06면 사회

한유총, 정부대책 앞두고 ‘몽니’…비판여론 일자 꼬리내려

매일경제 29면 사회

‘사금고’ 된 유치원 공금…대구·경남·제주 첫 실명 공개

한겨레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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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문화

강소기업
2개사 본사
부산 이전

부산
불꽃축제

보도내용

출처

요산 문학의 향연, 리얼리즘의 세계로…

부산일보 26면 문화

네가 있어 내가 숨 쉰다… 도심 속 오아시스 숲

국제신문 18면 레저

내달 3일 부산 시민체육대회 개최

부산일보 23면 스포츠

부산시민체육대회, 내달 3일 개최

국제신문 22면 스포츠

㈜금하네이벌텍·㈜현대알비 부산 이전 투자양해각서

부산일보 18면 경제

연매출 1270억… 두 강소기업 부산에 둥지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강소기업 릴레이 투자유치 ‘금하네이벌텍 현대알비’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공장 이전
강소기업 2곳 본사 부산 이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역외 강소기업 2개사 부산으로 옮겨온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금하네이벌텍·현대알비 ‘부산行’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불꽃축제, 실제론 더 이뻐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광안대교 상부 통제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불꽃축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불꽃축제 광안리 주변도로 통제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복마전 채용비리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항관리
국제신문 06면 사회
‘101대 1’ 뚫고 무자격자 합격… 부산항관리센터도 채용비리
센터
채용비리 무자격자 서류통과·면접 고점… 부산항관리센터도 친인척 서울신문 05면 정치
채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위원회 출범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추진위 오늘 출범

경남신문 06면 사회

동아대 출신 윤준호 국회의원 ‘6월 항쟁도’ 복원 해결사 될까

국제신문 06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재검토 ‘TK 발끈’

경남매일 01면 종합

60억 들인 항공기 소음값 ‘엉터리’

경남신문 01면 종합

금정구

아무리 사유지라도… 비양심에 신음하는 금정산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래구

“동래사적공원 난개발 중지하라”

국제신문 08면 지역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부산일보 09면 사회

“구청장님, 약속한 목욕탕 언제 짓나요”

국제신문 07면 사회

해운대구 ‘걷기 안전한 애향길’ 만든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 앞 ‘애향길’ 걷고 싶은 길 변신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2018년 부산 보육인 한마음대회

부산일보 31면 인물

부산영상위 새 위원장에 김휘 감독

부산일보 12면 지역

부산 철도시설 면적, 여의도 1.7배 규모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마항쟁

중구
해운대구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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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도시철도 재난 훈련, 실전처럼!

부산일보 10면 사회

산성터널 지하도, 돈 낸 차량만 통과?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실 질문·고압적 태도… ‘소문난 잔치’ 그친 부산 인사검증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항 항만자동화, 노사정 머리 맞댄다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북항 운영사 2차 통합 논의 시작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해수부, 수산물 소비 촉진 부산시·충남도 지원협약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깜깜이 단체장 업무추진비, 날짜·인원·장소까지 밝힌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지역 어린이집도 비리 많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상수도본부, 순수365 행복나눔사업 ‘눈길’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어린이집 19시30분까지 의무 운영

아주경제 17면 지역

부산시의회, 5대 개발사업 뒤진다

내일신문 04면 자치의정

수두 확산… 부산 1주일 새 2배 급증

국제신문 06A면 사회

“강서에 건설 중인 심해공학수조 큰 기대”

부산일보 30면 인물

“조선기자재업체, 수주 계약 있으면 대출 가능”

부산일보 16면 경제

정부, 부울경 조선 기자재 제작금융 3000억 보증 지원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부산 올 254건 적발·과태료 17억

부산일보 05면 정치

“청년상인 육성, 특색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변신해야”

부산일보 08면 기획

부산 동삼혁신지구 해양신산업 육성 5600억 투입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영도 동삼혁신지구 해양신산업 거점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김종원 후보 “센텀2지구, 첨단산단으로 조성”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해양’·대구 ‘의료’ 특화… 혁신도시, 기업 유치 촉진

경향신문 21면 경제

빈집을 ‘핫 플레이스로’… 일자리 만드는 도시재생

매일경제 27면 부동산

100세 시대 평생학습 열기

내일신문 17면 정책

PK 정치권 국감 성적표 ‘기대 이상’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과기평 원장 김병진·복지개발원장 유동철

부산일보 08면 사회

차기 부산경총 회장 누가 될까

한국경제 30면 지역

뜨거운 ‘BOF’, 한류 찾아 부산으로 11만 명 몰려

부산일보 18면 교통

부산·경남 여행 플랜 짜고, 당첨되면 여행도 가고

부산일보 18면 교통

기장 명물 ‘붕장어’ 드시러 오이소

국제신문 08A면 사회

부산영상위원장 김휘 영화감독 선임

국제신문 19면 문화

세계귀신축제 오늘 개막

동아일보 18D면 부산

영도 깡깡이마을 문화브랜드 ‘최우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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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마항쟁

혁신도시

부산
불꽃축제

보도내용
“부산 대표하는 스포츠 이벤트로 키울 것”

부산일보 31면 인물

부산·경남 “부마항쟁, 국가기념일로!”

부산일보 01면 종합

10월 16일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에 부산경남 ‘맞손’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경남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힘모으자”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만들자” 100만 서명운동 나서

중앙일보 20D면 부산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위 출범

한국일보 14C면 부산

경남·부산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부마항쟁 기념일로” 경남·부산 공동행보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힘쓴다

경남매일 02면 종합

“내년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은 국가기념일로 치르자”

경남신문 14면 인물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하자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부산ᆞ경남 손잡았다

헤럴드경제 종합

혁신도시 가족동반 48%뿐, 밤·주말엔 텅빈다

조선일보 10면 사회

정부, 4년간 4조 3000억 혁신도시에 투자

조선일보 10면 사회

4조3천억 투입…”10개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한겨레 16면 경제

첨단해양 등 4조 들여 특화…’반쪽짜리 혁신도시’ 오명 벗나

서울경제 08면 종합

5년간 10개 혁신도시에 4조3000억 투입

아주경제 16면 부동산

혁신도시 4조3000억 투입… 의료·에너지 등 특화산업 육성

파이낸셜 05면 종합

혁신도시-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연계

국제신문 03면 종합

“불꽃 터지고 길 미어터지는…” 주말 걱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불꽃축제 내일 광안리해수욕장서 열려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시 불꽃축제 교통대책 수립 내일 광안대교 부분·전면 통제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광안대교 수놓는 ‘부산불꽃축제’ 내일밤 개막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시 ‘北 금융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北에 금융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제안
부산시-북한
금융
“북한과 금융 기술지원 협의”
기술지원
“북한 금융시스템 구축 돕겠다”

동남권
신공항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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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출처

국제신문 02면 종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매일경제 28면 사회

“부산시, 北 금융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하겠다”

한국경제 29면 사회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부산일보 02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안전성 미흡 기본계획에 대책 포함시켜야”

국제신문 08면 사회

“김해신공항 추진 재고돼야”

경남매일 03면 종합

부산시 “내년엔 낙동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부산일보 10면 사회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보도내용

출처

낙동강 하구 37.71㎢ 람사르습지 지정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민관 합동 북방물류개척단 러·중 파견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항 북항-부산역 통합 개발 ‘가속도’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 소방안전본부 사업비, 전국 8개 광역시 중 최저 수준

부산일보 10면 사회

市 부서 칸막이에 갇힌 ‘부산 해양관광’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페라하우스 지연 ‘배상금 부메랑’

부산일보 01면 종합

“빗길사고 막자” 아동 투명우산 배부

국민일보 11A면 사회

1회 ‘돌봄지도’로 살펴본 대한민국 현실

세계일보 04면 기획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894원 17% ↑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인상 시급 9,894원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정부, 북항재개발 힘합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대학교·아파트 내 법외 도로 안전시설도 규제도 ‘허술’

부산일보 10면 사회

5㎞ 달렸는데 이정표 하나 없어 운전자들 헤매기 일쑤

국제신문 03면 종합

IEC 총회 ‘마이스 부산’ 위상 높였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한국선박관리포럼 내일 BPEX서 개최

부산일보 19면 경제

건설투자 ‘최악’ 수출 ‘적신호’ 실적·주가 등 지표 ‘하락세’

부산일보 06면 경제

“부산을 아시아 메이커 중심지로”

부산일보 17면 경제

메이커 운동 대부 마크 해치 “한국 청년들이여, 창업하라”

국제신문 12면 경제

“현장서 필요한 기업 지원책 찾을 것”

부산일보 24면 인물

중학생이 만든 전기자동차… ‘메이커 운동’ 미래를 보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값비싼 어종 키우는 ‘스마트 양식’ 뜬다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휴지·세제까지 본사에서 받아쓰라니…

국제신문 02면 종합

혁신도시 연계 ICT 신산업 계획 정부 승인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재테크 격변기 투자비법 부산에 다 있네

매일경제 14면 금융

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본격 추진

서울경제 33B면 전국

‘2018 선박관리포럼’ 내일 부산서

서울경제 33B면 전국

조선 기자재 자금난에 ‘단비’

파이낸셜 01면 종합

‘文맨’ 등판·한국당 정비… 총선 준비 분주한 PK 정치권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울경 정·관가 휩쓰는 ‘사정 태풍’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울경 의원들 정쟁 치중… 지역 현안 이슈화엔 소홀

국제신문 04면 정치

‘광폭행보’ 김병준, 큰그림 그리나

국제신문 04면 정치

한국당 조강특위, 당협 실태조사 돌입

국제신문 04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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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문화

부마
민주항쟁
동남권
신공항

10/3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320

보도내용

출처

국공립 시설 확충도 ‘빈익빈 부익부’… 서울시, 타 지역 압도

세계일보 05면 기획

“퇴직 건설기술공무원 42명 허위경력으로 공공용역 수주”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오색 불꽃 아래, 바다와 사람 함께 춤췄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불꽃축제 유료좌석 구매 외국인 늘었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명당자리서 불꽃쇼 보고 우표만들기 체험도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최초의 음악교수 ‘고태국’ 기리며

부산일보 22면 문화

“영상위 ‘짬짜미 인사’ 규탄”

부산일보 22면 문화

‘공무원 사진가’의 눈에 비친 부산

국제신문 18면 문화

송의정 전 광주박물관장 신임 부산박물관장 내정

국제신문 22면 인물

올해 29돌 맞은 부산-후쿠오카 친선 테니스 대회

국제신문 21면 스포츠

“2023 전국체전은 김해에서”

경남도민일보 16면 스
포츠

“부마항쟁 제대로 평가한 뒤 현 세대에 정신·가치 계승해야”

국제신문 05면 기획

“24시간 안전한 김해신공항 만들자”

경남일보 05면 사회

동김해~사상, 초정~화명…부산~김해 광역도로 ‘속도’

부산일보 01면

‘악재’에 고민 깊어가는 오거돈號

부산일보 01면

“혁신”-”월권” 충돌, 부산시정 난기류

국제신문 01면

오거돈 시장, 아세안 시장 개척 발로 뛴다

부산일보 06면

부산, 해양 재난 대비 방파제 확충 서둘러야

부산일보 08면

부산시장 만난 장애인들 “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부산일보 10면

부산시의회 의욕은 넘쳤지만… 한계와 가능성 함께 남겼다

국제신문 04면

대구~부산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전 미달’

국제신문 13면

부산 소방관 건강 적신호 심각하다

국제신문 17면

4분기 부산, 생산도 소비도 ‘엄동설한’

부산일보 06면

양도차익 10억 원 이상… 부산지역 3년간 905건

부산일보 16면

대표 선출 세 번째 실패 ‘구제불능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일보 17면

수산업 위기에도… 공동어시장 기득권 싸움 ‘지긋지긋’

국제신문 02면

주저앉는 생산·소비… 부산경제 두 기둥이 휘청

국제신문 12면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완공… ‘미래 먹거리’ 찾는다

국제신문 12면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부산시 현지마케팅 활활

국제신문 12면

한국당 PK 의원 ‘험지 출마론’ 성사 여부 관심

부산일보 05면

‘해운대을’을 주목하라… 한국당 차기 당권구도가 보인다

국제신문 05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보도내용
부산 여야정 현안논의 첫 만남 내달 7일 합동 예산·정책협의회

국제신문 05면

국립부산과학관, 특수학교 학생들 위해 휴관일 ‘특별 개관’

부산일보 10면

‘꽃과 선비’ 주제 문화강좌, 30일 부산박물관 대강당

부산일보 20면

부산민학회 스토리텔링 강좌 동길산 시인의 ‘부산 신발사’

국제신문 18면

영화 속 익숙한 배경, 우리동네 부산이었네

국제신문 19면

부산, 전국 장애인 체전 종합 5위

국제신문 22면

부산시설공단 女핸드볼팀 “모든 팀을 이길 팀 되겠다”

국제신문 22면

형제복지원 부산시의회 ‘형제복지원 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
기장군
서구

10/31

부산 시정

출처

부산일보 02면

오시리아 분할개발 투자자 뜨거운 관심

국제신문 13면

부산 두 번째 공공키즈카페 개소

부산일보 10면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2호 서구에 개소

국제신문 07면

“피란수도 유산 보존” 북항 1부두 도로 선형 바꾼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범정부 추진기획단 연내 출범”

부산일보 18면 기획

북항 경제자유구역 3단계로 추진한다

부산일보 18면 기획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 가능

부산일보 04면 정치

수질검사·수도관 정비 대폭 강화,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

부산일보 17면 기업

市, 낙동강하구 람사르습지 재추진

부산일보 05면 정치

강변여과수 공급 계획도 농민 반발에 3년째 멈춰

부산일보 08면 기획

부산시 ‘낙동강 수계 가장 깨끗한 물’ 황강 주목

부산일보 08면 기획

부산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급증

국제신문 07면 사회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센터 부산시 내년부터 상설운영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시, 장애노인 활기찬 노후만들기 사업

국제신문 22면 노동

금정·수영구에 공공도서관 새로 생긴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화에도 1년간 비정규직 오히려 늘었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경제

지자체, 어린이집 무상보육 줄잇는다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소방, 구급차 7대 라오스에 무상 지원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오거돈 부산시장, 베트남 등 아세안지역 순방

파이낸셜 30면 인물

세계 수산물, 벡스코에 다 모였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국제수산엑스포 25개국 바이어 온다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준공

부산일보 16면 경제

“2023년 국내 선박관리 4000척 목표”

국제신문 17면 경제

한국·호주 기업, 미래 신산업 발굴 머리 맞대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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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중기 10곳 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

국제신문 12면 경제

해외 바이어 초청 5000만 달러 계약 추진

국제신문 16면 기업

“국책사업 공사 어쩔거냐” 바닷모래 채취재개 촉구

국제신문 12면 경제

“글로벌 해양금융 전문가 도전하세요”

한국경제 30A면 지역

“5개국 해양 협력, 동북아 평화에 중요한 역할”

서울신문 31면 인물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부산일보 05면 정치

PK 4選 의원들, 차기 총선 위한 ‘겨울 표밭갈이’

부산일보 05면 정치

로봇융합연구원 부산 분원 설립 경북도·포항시 지역주의에
부산일보 06면 종합
‘발목’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구포
가축시장
폐쇄

총선 악영향 줄라… 부산여권 ‘박태수 사표’에 촉각

국제신문 05면 종합

선관위 “지역구 의원 200명·비례 100명” 제시

국제신문 04면 종합

“죽은 정당 해산” 불만 분출 PK, 한국당 빅뱅 뇌관되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경북도, 영남권 5개 시-도 상생 포럼 열어

동아일보 18C면 대구

영남권 5개 시·도 북방경제시대 공동대응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산 대표 전통예술 브랜드로 정착시킬 것”

부산일보 24면 인물

지역출판 살리려는 생산·기획·향유자의 진지한 고민 돋보여

국제신문 18면 문화

41개국 인문학자 부산에 모인다

동아일보 24면 문화

급변하는 세계 속, 인간상의 해답은…

조선일보 23면 문화

세계인문학포럼1

한겨레 B01면 특집

인문학포럼 ‘자유로운 인간’의 조건을 말하다

한겨레 B02면 특집

부산의 이유 있는 ‘인문학 사랑’

한겨레 B03면 특집

부산지역 도서관 ‘문화 허브’ 탈바꿈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전국장애인체전 부산 5위 달성

부산일보 19면 스포츠

구포가축시장에 소공원·주차장 추진

부산일보 10면 사회

구포개시장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문화공간 탈바꿈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구포 상설 개 시장 역사 뒤안길로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부산 구포가축시장 사라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60년 구포가축시장 역사 속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결정

엘시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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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김종철 결국 자진 사퇴

부산일보 01면 종합

‘엘시티족쇄’ 정경진 김종철 동반사퇴

국제신문 01면 종합

吳, ‘임명 부담’ 피했지만 ‘인사 실패’ 비난은 못 피해

부산일보 03면 정치

“적폐청산 외치더니 도덕·전문성 저버려”… 커지는 吳 책임론

국제신문 05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정경진 낙마에 민주당 ‘원팀’ 사실상 무너져

부산일보 03면 정치

지방소비세율 2020년까지 21%로 확대

부산일보 01면 종합

지방세 비율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7 대 3… 분권 실현에 턱도 없다
조정
지방소비세 10%→20% 확대 국세·지방세 비율 결국 7 대 3

부산일보 04면 정치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방소득세 조정 2021년 이후 논의… 지역주민 기대 못미쳐

국제신문 04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거제 시민모임’ 생긴다

부산일보 12면 부산

기장군

일광 하수처리 갈등, 신도시 입주 ‘발목’

부산일보 02면 종합

금정구

금정구, 청소 대행업체 공개입찰

부산일보 10면 사회

남구

남구의회 구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구

‘폐교 좌천초등’ 활용안 머리 맞댄 주민들

부산일보 10면 사회

차 댈 곳 없는 전포카페거리 “인근 운동장 개방이 답”

국제신문 06면 사회

학교 앞 회전교차로에 아파트 공사까지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상구

“부산 사상의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 만들 터”

한국일보 13C면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쓰레기대란 우려 급한 불은 껐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진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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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시정 이모저모(11월)
일자

분야

11/1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추락한 ‘도쿄 베드타운’에서 年 7900만 명 찾는 도시로

부산일보 04면 기획

기업·외국 자본 등 민간 투자 유치도 성공 관건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 북항 재개발 속도 연내 추진단 닻올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지자체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라돈 공포에… 지자체 측정기 대여 줄선다

한국일보 13면 사회

부산시의회 제보센터 운영 26일까지 예산낭비 등 접수

국제신문 05면 종합

구태가 부른 공공기관장 공백사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오거돈호’ 넉달만에 잡음

한겨레 12면 전국

지자체 결재문서 원문공개, 뚜렷한 기준 없어 제각각

국제신문 06면 사회

서면 쌈지공원 정비하려면 사용료내라?

국제신문 07면 사회

지역 개발이익 역외유출 막고, 금융도시 영토 확장 노려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혁신 창업기업 지원 최종 26개
부산일보 16면 경제
업체 선정

부산 경제

부산 문화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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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정책 궁금증 확 풀어드려요

부산일보 15면 경제

“韓-호주 서비스·금융 등 협력 범위 더 넓힐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동해안권 4개 시·도 베트남서 관광세일즈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부산 등 동해안 지역, 베트남서 관광 홍보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동아시아 항구도시 운항 평화크루즈 제안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정윤모 기보 이사장 “中企 특례보증 늘려 성장동력 확보”

한국경제 28면 전국

부산시, 다자녀 가정의 날 기념행사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젊은 국악’ 한마당 잔치

부산일보 22면 문화

흥밋거리 없이 또 테마거리… 논란거리 된 거리행정

부산일보 09면 사회

사령부를 부산으로? 워커 사령관은 무슨 꿍꿍이지?

부산일보 21면 문화

공존의 시대, 언제까지 ‘흔적 지우기’만 봐야 하나

부산일보 23면 문화

개성 넘치는 대학생 의상작품

내일신문 18면 정책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입법 촉구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한국당, 市 국장급 출신 대거 영입

부산일보 06면 정치

김병준 “인적쇄신은 지속돼야 한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당협’ 수성-탈환-도전 부산 서동구 ‘3파전’ 후끈

부산일보 06면 정치

정경진 낙마 ‘원팀 퇴색’, 부산 민주당 ‘협력보다 경쟁’ 가속

부산일보 05면 정치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동남권
신공항

워라밸 페어

부동산
신탁사

보도내용

출처

“2단계 확장 불가피” 보고서, 보고도 못 본 척한 국토부

부산일보 03면 사회

‘동남권신공항 부울경 검증단’ 13일 출범… 연말까지 활동

부산일보 03면 사회

김해신공항 돌발변수 … 확장 땐 MRO센터 이동 불가피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 국토부 용역 검증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구성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김해신공항 부실 용역 밝힌다

경남매일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 검증한다

경남일보 02면 종합

“나와 당신의 워라밸, 터놓고 얘기해 보아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눈치… 비용 부담에 워라밸은 ‘남의 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내일부터 부산시·고용청 ‘워라밸 페어’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민 대축제 ‘2018 워라밸 페어’ 개최

헤럴드경제 종합

부산판 ‘부동산 신탁회사’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상의, 지역기업과 손잡고 부동산신탁사 만든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상의, 부동산신탁사 신규인가 신청

한국일보 14C면 부산

세계 수산물 한자리에
부산
국제수산 600인분 해조·회 비빔밤
무역엑스포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막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표 신발’이 국회로 간 사연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신발산업 미래전 국회서 개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신발산업의 현재와 미래, 수도권에 알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남구

현안마다 대립 남구의회, 동료의원 봐주기는 여야 한뜻

국제신문 07면 사회

동구

“한반도 평화시대 가장 각광받는 도시 만들 터”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건축·도시계획 때 ‘재난취약성 평가’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형제복지원 전담팀 출범

부산일보 09면 사회

‘열섬 현상’ 예측시스템 부산지역 내년부터 운영

부산일보 08면 사회

복지공무원 월급 끊는 시, 속 끓는 구·군

부산일보 01면 종합

세수 느는데… 부산시, 복지공무원 임금지원 삭감 추진

국제신문 07면 사회

북항 1부두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착수

국제신문 13면 농수축산

이탈리아는 베네치아, 부산은 ‘부네치아’

조선일보 16면 전국

기장군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식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부산시티투어 버스 결제, 가상화폐 ‘부산머니’로

매일경제 16면 경제

부산
신발산업
미래전

11/2

부산 시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국일보 14C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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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출처

한국 국적선사 육성 두고 찬반 ‘후끈’

부산일보 19면 경제

금융 공기업들 지역사회 공헌 ‘따뜻한 동행’

부산일보 17면 경제

‘미세먼지 잡는 보도블록’ 서울 찍고 부산으로

부산일보 17면 경제

스크린골프장 규제 풀고, 중기 혁신제품 공공구매 늘린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친환경·스마트 … 쏟아진 항만 혁신안

국제신문 13면 농수축산

국회서 열린 부산 신발산업전

국제신문 05면 종합

청소 잘 돼 있나, 해충은 없나 부산신항 빈 컨테이너 살핀다

국제신문 13면 농수축산

대학 남는 공간에 클러스터 만들고, 연구실도 기업에 개방

국제신문 16면 기획

“이제 지역이 주도해 R&D정책 펼칠 때”

국제신문 16면 기획

“쌀·기름값 다 올라”… 치솟는 부산 소비자물가

국제신문 02면 종합

행복주택? 도심 외곽으로 쫓겨나 ‘기피주택’

국제신문 11면 경제

“냉각기 들어선 주택시장… 이젠 상가투자로 눈 돌려야”

매일경제 16면 경제

“자동차 업종 선수교체 시작 전기차·수소차株 주목해야”

매일경제 16면 경제

부동산신탁 뛰어든 부산상의… 지역 개발 ‘청신호’

파이낸셜 01면 종합

‘서비스산업 육성’ 팔 걷은 부산商議

한국경제 28A면 지역

지역현안 대응, PK 정치권은 흩어지고 TK는 똘똘 뭉치고

부산일보 05면 정치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장’ 여야 교체로 눈길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236개 당협 현장 실사 돌입

부산일보 05면 정치

설상가상 부산공동어시장 노사 갈등까지 불거져

부산일보 17면 경제

PK 중진들 ‘비대위 무용론’에 김병준 “나를 시험 말라”

국제신문 05면 종합

KTX·새만금·신공항 … 예산시즌 지역 홀대론 극성

중앙일보 12면 기획

“ 지 역 영 화 인 과 소 통 강 화 … ‘부 산 표 영 화 ’ 만 들 기 에 힘
국제신문 18면 문화
쏟겠다”
해운대·송정·청사포 해안절벽 명소들…

한국일보 15면 기획

부산의 몽마르트르 달맞이길…

한국일보 15면 기획

기장군, 정관신도시 내 폐기물 업체 악취 잡는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남구

늘어난 사업비에 조합 내부 갈등… 대연비치 재건축 ‘휘청’

부산일보 03면 종합

동구

동구 구의원도 내년 4·3 보선… 부산 여야 ‘원도심 쟁탈전’

국제신문 05면 종합

“18년 명맥 아동도서관 결국 문 닫나요”

국제신문 07면 사회

‘정신과의원=위험시설’ 개원 막은 북구청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북구청 앞 수상한 CCTV… 업체·노조 고소사태 비화

국제신문 06면 사회

사하구

“자연 친화적인 사하구로 다시 태어날 것”

한국일보 14C면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164면 공영주차장 준공… 중순부터 운영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기장군

부산진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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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해운대구

11/3

11/5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부산 민락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해운대구청 “엘시티 일부 공사 재개”

부산일보 10면 사회

구덕운동장 재개발도 스톱… 이번엔 민원이 제동 걸었다

국제신문 05면 사회

배임 혐의 이주학 공동어시장 대표 구속

국제신문 06면 사회

남해안권 여행 위한 할인쿠폰북 무료 배포

국제신문 09면 경제

마을공동체 축제 한마당

국제신문 06면 사회

“달러·주식 분산투자해 리스크 낮추세요”

매일경제 08면 경제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 부산 1년 새 34%P 하락

국제신문 01면 종합

경찰, 북구청 앞 ‘수상한 CCTV’ 수사 본격화

국제신문 05면 사회

부산시, 메디컬 아시아 2018 수상

부산일보 24면 인물

부산시, 전국 첫 ‘종합침수예상도’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접촉사고 막자’ 황령터널에 컬러유도선

부산일보 10면 사회

물고기 떼죽음 부른 동천 생태하천공사

부산일보 10면 사회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은, 나는 마음이 행복한 사람”

부산일보 08면 사회

16개 사업 ‘부산 예산’ 올인… 오거돈 시장 국비확보 시동

국제신문 04면 종합

기장 해수담수화 돌고 돌아 원점

국제신문 03면 종합

55년 역사 부산공동어시장 비리·실적악화로 최대 위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영도·연제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위기의 청소년’ 품는다

아주경제 17면 지역

향토기업 제품, 백화점서 ‘대박 행진’

부산일보 17면 경제

加 해양기업·협회 “ KAMI와 교류 관심”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 바다 해설,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부산일보 19면 경제

“탈 많은 공동어시장 ‘공영화 처방’ 내려라”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싱가포르 “블록체인·스마트항만 협력”

국제신문 12면 경제

동북아 금융허브 ‘문현단지’ 블록체인 특구 조성하기로

국민일보 13A면 사회

吳시장, 싱가포르 등서 항만·도시개발 등 협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닛산차 등 일본 112개사 오늘 벡스코 취업박람회

국제신문 12면 경제

알짜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 부산면세점도 입찰경쟁 참여

국제신문 12면 경제

산단 내 어린이집 만들었더니 일-양육 ‘만점 병행’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미래산업 규제완화로 ‘돌파’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불황기일수록 더 빛나는 金 투자”

매일경제 14면 금융

‘서민경제 주춧돌’ 소상공인 부산에 모였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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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11/6

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막 오른 예산 전쟁, 부산시도 확보 총력

부산일보 04면 정치

잇단 악재로 어수선한 부산 여권 “분위기 쇄신 드라이브”

부산일보 05면 정치

“시민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

부산일보 24면 인물

한국당 “현역 또 찍을거냐” 여론조사… 부산의원들 초긴장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인적쇄신 3대 기준 ‘지지율·언론노출 SNS 활동’

국제신문 05면 종합

유엔 참전용사에 감사를… ‘턴 투워드 부산’ 평화의 무대

부산일보 22면 문화

댄스컬 ‘턴 투워드 부산’

부산일보 22면 문화

물 위에서 즐기는 도시 유람, ‘뱃놀이’가 관광 효자

부산일보 03면 사회

“단순 볼거리 제공 넘어 추억 만들 수 있게 해야”

부산일보 03면 사회

“사계절 다른 자태 다 아름다워 … 연과 사랑에 빠졌죠”

국제신문 22면 인물

현대아산, 부산시와 北관광사업 공동추진

동아일보 05면 국방

부산·거제·통영·남해 통합 할인 쿠폰북 배포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시민체육대회 4000여 명 참가

부산일보 20면 스포츠

대연비치 재건축 다시 본궤도

부산일보 01면 종합

‘주차 전쟁’ 민락수변공원 공영주차장 164면 추가

부산일보 10면 사회

주차난 민락수변공원 대규모 공영주차장 개장

국제신문 08면 사회

‘한국로타리 연수회’ 6∼8일 해운대서 열려

동아일보 18C면 영남

부산-싱가포르 직항 올해 뜬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싱가포르 직항 이르면 내달 1일 신설

국제신문 06면 사회

오거돈 시장 아세안 ‘세일즈 순방’ 성과

파이낸셜 24면 부산

부산항 북항·문현단지, 2027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산일보 03면 종합

북항 일대 541만㎡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청신호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진해구역,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난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재원 조달 정부 나서라”

부산일보 08면 기획

시민공원 주변 초고층 재개발, 이달 말 경관심의 ‘분수령’

부산일보 02면 종합

일자리·청소년교육에 공 들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부산일보 17면 경제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 취임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국비’ 쥐고 안 준 기재부, 눈치만
부산일보 01면 종합
본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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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돌아온 측근에 힘 실어 고강도 개혁 고삐 죄나

국제신문 03면 종합

吳시장 “엘시티 연루 공무원 감사할 것”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항센터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

국제신문 01면 종합

무등록 경로당 겨울한파 닥치면 어쩌나

국제신문 07면 사회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부산 황령터널 노면 컬러유도선 등 설치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연안 개발·재해 예방 총괄할 국가 해양전략 위원회 만들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수면 상승·연안 침식 방재에 부산의 안전·미래 달렸다”

부산일보 08면 기획

“부산, 스마트기술로 北 평양·개성·원산과 협력해야”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산업 키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스마트시티 기술로 남북협력 기회 선점해야”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공동어시장’에 칼 빼든 시·해수부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수부, 공동어시장 경영지도 나섰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알짜 중소·중견기업 취업정보 다 모았네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170개사 900명 채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겉도는 북방도시협의회… 물류는 없고 관광만 있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위워크 부산 진출… 공유경제 시동 거나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서 ‘산학협력 엑스포’ 내일부터 9일까지 벡스코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10개 기업 中국제수입박람회 참가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시·BNK ‘잡 페스티벌’ 연다

경남도민신문 08면 사회

“게임산업 이끌 새로운 별 찾습니다”

경남매일 09면 경제

‘왕 특보’ 박태수 컴백 시정 키 쥐는 정무라인

부산일보 06면 종합

“엘시티 연루 공무원 심판” 박태수 특보는 오늘 복귀

국제신문 01면 종합

“윤창호법 조속한 통과, 국민 신뢰 지키는 일”

부산일보 05면 정치

‘이슈 메이커’ 아닌 ‘당적 변경·막말 논란’으로 뉴스 등장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북강서갑·을 여야 정치지형 ‘딴판’

부산일보 05면 정치

행안부, 문턱 낮춘 ‘주민조례발의법’ 제정한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민주당, 차기 총선 부산 교두보 해운대을 지키기 사활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국제청년문화박람회 펼쳐진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사계절 다른 자태 뽐내는 蓮에 빠졌죠”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진한 지역의 음악 비평문화 살릴 방안은

국제신문 18면 문화

전국체전 종합 12위 부산 선수단 해단식

부산일보 19면 스포츠

전국체전 부산선수단 유공자 시상·해단식

국제신문 20면 스포츠

경기 좋다는 일본에서…

부산일보 09면 사회

일본에 내 일자리 없을까
일본
취업박람회 “일자리 드릴게요” 日 기업 몰려왔다
닛산·ANA 등 초우량기업들 ‘질좋은 일자리’ 들고 날아와

국제신문 12면 경제
조선일보 01면 종합
조선일보 10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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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일본 취업 박람회’ 가득찬 청년들

조선일보 10면 경제

부산서 열린 일본취업박람회 취준생 3000여명으로 북적

한국경제 28A면 지역

지방 인구 ‘마이너스’ 시작됐다

세계일보 01면 종합

부산 기초단체 56% ‘소멸 위험’… 인구 감소 대도시로 확산

세계일보 08면 기획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 사라질 위기”

세계일보 08면 기획

금정구

금정산 걷기 행사에 구청 차량 ‘쌩쌩’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조은 D&C’ 자금난에 정관신도시 상권 휘청

국제신문 06면 사회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내부 갈등 심화

국제신문 07면 사회

동래구

동래 새 아파트 신축에 온천업계 발 동동

국제신문 07면 사회

수영구

오지 주민의 발 100원 택시 … 잇단 벤치마킹

한국경제 29면 사회

연제구

유흥 대명사 연산교차로 ‘의료타운’ 탈바꿈 시도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구

영도 운행 시내버스, 배차간격 커 주민 불만

국제신문 08면 사회

윤종서 중구청장 주소지 등록·명함 내용도 허위 의혹

부산일보 10면 사회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2022년까지 일자리 26만 개 창출”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일자리위원회 출범…”2022년까지 26만 개 창출”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1인가구 청년에 월세 10만 원 지원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청년 1000명에 매월 10만 원 월세 지원

국제신문 01면 종합

해수부, 공유수면 무분별 매립 끝낸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시, 구·군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결국 삭감

부산일보 01면 종합

원도심 단절 ‘반쪽’ 부산역 도시재생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급감

부산일보 06면 종합

‘개발 욕구 vs 보호 요구’ 갈등 앞에서 무기력한 法

부산일보 03면 기획

시·구 협업, 구포 개시장 개선 속도낸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공공기관장, 성과 있어야 임기보장

국제신문 06면 사회

라돈 측정 117억짜리 졸속행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상수도본부 엇박자 해수담수화 갈수록 꼬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민공원 재정비조합, 행정처리 지연 항의

국제신문 07면 사회

2022년 내연기관 세계총회 부산 유치

부산일보 16면 경제

BNK·주금공, 200억대 일자리펀드 조성

부산일보 16면 경제

“해안 경계철책 철거, 난개발 방지 협의체 만들자”

부산일보 18면 경제

“동남권 창업거점 부산, 지원시설 70개로 늘리겠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지방
인구절벽

남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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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부산 공공기관, 올해 사회적기업 7억 지원

국제신문 12면 경제

“일자리 사업 발굴하고 청년주택 건립 늘릴 것”

국제신문 12면 경제

얼어붙은 부산 노동시장… 일자리 없고 일할 사람도 없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전기차까지 팔겠다 했지만… 이마트 쓰라린 실적

국제신문 12면 경제

국가인권위원장 “형제복지원, 국가가 책임져야”

부산일보 09면 사회

조강특위 ‘위협’에도 느긋한 PK 한국당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민주당 ‘바닷모래 희비’ 엇갈려

부산일보 05면 정치

윤준호 ‘장제원 공격’ 거절한 이유? “부산 발전이 먼저”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여야정 협치 시동… 지역발전 ‘11·7합의문’ 도출 주목

국제신문 04면 종합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분권개헌 재점화 필요”

국제신문 05면 종합

위기의 한국당 부산중진… 존재감 찾기 3대 난제 풀어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공직사회, 결재는 쉽고 추진은 더딘 병폐 빠져 있어”

국제신문 03면 종합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국가문화재 됐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물에 빠진’ 반구대 암각화, 사연댐 물 빼서 구한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200만 명 돌파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빅3’ 문화 수장 공모…민선 7기 색깔 담나

국제신문 03면 종합

놀이마루와 부전도서관 연결하면 책·사람·예술이 넘쳐난다

국제신문 20면 기획

이것저것 다 관심 있는, 그래서 행복한 작가이자 ‘주민’

국제신문 20면 기획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갈등 ‘예산 전쟁’으로 확산

부산일보 08면 종합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 기장군으로 가닥

부산일보 02면 종합

동래구

동래구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심사 불공정 시비

국제신문 07면 사회

꽁초 무단투기 감소 vs 쓰레기 되레 증가

부산일보 10면 사회

‘외유 논란’ 기초의회 해외 연수, 시민들 직접 감시

부산일보 10면 사회

구의원 해외연수 계획, 셀프 심사 논란

국제신문 07면 사회

기초연금도 구·군에 떠넘기려는 부산시

부산일보 01면 종합

정부 복지행정과 엇박자… 구·군, 현안 손 놓을 판

부산일보 04면 종합

“미투 상담 급증… 지원은 제자리”

부산일보 12면 지역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금정산 산림순찰반 ‘한숨’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의회 ‘엘시티 선물’ 받은 고위직 4명 직접 추궁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산림조합, 조합원 늘리기 ‘꼼수’

국제신문 08면 사회

11일 6·25 유엔참전용사 방한

서울신문 27면 인물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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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보도내용

출처

부산 게임, 지스타 총출동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게임업체들 지스타 찍고 세계로 ‘로그인’

헤럴드경제 사회

멘토링부터 경험담 발표까지 청년 관광벤처 창업 ‘소통의 장’

부산일보 17면 경제

‘시민이 그리는 4차혁명’ 만나보세요

부산일보 17면 경제

‘뷰티산업의 현재’ 경험해 보세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금융중심지 핀테크로 성장날개 다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 지역기업 참여 유도”

국제신문 25면 인물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자”

동아일보 01면 종합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로봇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동아일보 10면 부동산
만들어야”
국내 스마트기술, 쿠웨이트-印-볼리비아로

동아일보 10면 부동산

“산·학·연 협력, 韓경제 마지막 승부처”

아시아투데이 05면 종합

“산학연 협력, 韓경제 최후 승부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특구본부 등 창업 활성화 나서

서울경제 33B면 전국

MS “부산에 새 데이터센터” 한국 클라우드 사업 키운다

서울경제 14면 IT

부산, 2년간 ‘규제 102건 해결’ 관광객 급증-일자리 창출 호평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시 ‘정무라인-관료’ 갈등, 일단 봉합 국면

부산일보 03면 종합

PK 지지율 떨어지자 지역 동향 직접 챙긴 靑 정무수석실

부산일보 06면 정치

‘동부산’ 보수·’낙동강 벨트’ 진보 옛말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민주당, 해운대갑 향방에 ‘노심초사’

부산일보 08면 정치

‘시의원 기자회견 방해’ 시당간 쟁점 부상

부산일보 08면 정치

마린시티 방파제 대신 ‘벽’ 세우자는 정부

부산일보 02면 종합

공동어시장 정관 개정 ‘눈 가리고 아웅’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표선출 때 외부인사 참여 공동어시장 투명성 높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국당 PK현역 물갈이 폭, 여론조사·새 인물 영입에 달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도시계획 짜는데 지역인사 뺀 ‘이상한 위원회’

국제신문 11면 경제

국비 확보 위해 서울서 뭉친 ‘부산 원팀’

서울신문 16면 전국

부산도 민생 챙기기 ‘협치’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에서 움튼 ‘부산 영화들’ 영상위가 쏜다

부산일보 26면 문화

‘부산 공연문화예술’ 문화계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26면 문화

“영화도시 부산, VR영화 선도적 역할해야”

부산일보 32면 인물

‘금욕도시’ 싱가포르, 복합리조트로 ‘관광대국’ 발돋움

부산일보 05면 기획

“부산, 마리나 운영 최적지… 최고급 마리나로 차별화하라”

부산일보 05면 기획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고교
무상급식

보도내용
지역 공연문화·예술 현재와 미래 논한다

국제신문 21면 문화

해수부·BPA ‘연도 해양문화공간’ 왜 미루나

경남신문 02면 종합

프로부터 사회인 야구인까지 기장으로~

부산일보 22면 스포츠

부산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도 내년 고1부터 무상급식

국제신문 01면 종합

‘고교 무상급식’ 부산도 내년 시작

한겨레 12A면 전국

부산지역 고교도 내년부터 무상급식 실시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 내년부터 고교1년 무상급식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교육 최우선” 시 예산 지원 결정적 역할

부산일보 10면 사회

“급식도 교육” 與시장·의회·진보교육감 협치 합작품

국제신문 03면 사회

‘협치의 힘’ 부산, 고교 무상급식 도입

국민일보 12B면 사회

이제 급식 질·안전한 먹거리 논의해야

국제신문 03면 사회

부산시·상의 ‘지역경제 회복’ 함께 뛴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시-상의 “항구적 상생체계 유지”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시·상의 ‘프로젝트팀’ 만들어 경제 살린다
경제활성화
부산시·상의 기업애로 찾아 현장으로
프로젝트
市-상의, 기업 현장 소통 “경제활성화 애로 제거”

동남권
신공항

국제신문 11면 경제
국제신문 11면 경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드림팀’ 띄운 부산시·상의

서울경제 33B면 전국

경제위기 탈출 손잡은 부산시-부산상의

파이낸셜 01면 종합

국토부 장관 만난 부산 여·야·정 “김해공항 확장 결단” 촉구

부산일보 03면 종합

“신공항 기본계획 내용 공유가 우선” 국토부 간담회 제안에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울경 거절
부산 여야정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확장 초당 협력”

금정구

출처

국제신문 05면 종합

“비리 폐기물 업체, 계약 해지해야” 노동계, 계약 유지
부산일보 09면 사회
금정구청 비난

남구

대연비치 타당성 검토 놓고 남구 갈팡질팡 행정

국제신문 08면 사회

북구

북구청 감시의혹 CCTV 철거 합의 불발

국제신문 07면 사회

사상? 강서? 부산구치소 이전 두고 ‘낙동강 벨트’ 팽팽

부산일보 03면 사회

“한부모가족, 생계 부담 높고 건강도 악화”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금곡교·광려천교 내진보강 부실”

부산일보 06면 종합

“로타리 세계대회 2027년 부산 유치 지원”

부산일보 30면 인물

미어터지는 구·군체육센터… “남성회원은 못 받아”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도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단계 시작

동아일보 18D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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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예산안

334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실시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시민이 행복한 부산… ‘복지박람회’ 개최

파이낸셜 26면 부산

부산진해경자청 명지지구 영남 중심도시 우뚝선다

경남매일 01면 종합

구직자 몰린 ‘2018 부산 잡 페스티벌’

부산일보 16면 경제

‘고용한파’속 구직 열기 ‘후끈’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AI면접체험·상담… BNK금융 ‘잡페스티벌’

머니투데이 29면 인물

MS, 부산에 데이터센터 2곳 더 건립

부산일보 06면 종합

직원 출신 첫 부산도시공사 사장 “공공주택 건립 주력”

부산일보 17면 경제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가능성 무궁무진”

부산일보 31면 인물

“부산 우수 벤처기업 모였네” 크라우드 펀딩 로드쇼 성황

국제신문 12면 경제

지역 건설업체 “일감 수주 늘어날 것” 기대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공고 불공정 시비

국제신문 02면 종합

“VR·블록체인 등 부산 지식산업화 서둘러야”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산시 “4년간 26만여 개 일자리 만들겠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오거돈 시장, 일자리 정책 잰걸음

파이낸셜 26면 부산

지방 미분양 1년 새 20% 증가

매일경제 30면 부동산

경자청, 명지지구 통합개발계획 승인

경남일보 08면 경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0%대 추락 ‘PK 민심 이반’에 촉각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쩍 늘어난 대통령의 ‘지역 챙기기’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시의회 ‘한국당 기자회견 방해’ 봉합될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선거제 개편發 ‘정계 빅뱅’ 예고

국제신문 01면 종합

중선거구·연동형비례대표 ‘의원정수 방정식’ 풀어야 순항

국제신문 05면 정치

국민들 선거제도 개혁엔 공감…의원 늘리기는 거부감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여야 ‘지역 홀대’ 국토부 협공 나선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을 맛보세요” 외국인 음식 만족도 전국 최고

부산일보 19면 교통

부산 관광업계, 말레이시아 현지 홍보설명회 개최

부산일보 19면 교통

BIFF 20억·문화회관 19억 삭감… “이게 독립성 보장이냐”

부산일보 03면 경제

전리단길에 ‘서면4번가’ 합세… 몸집 커지는 전포카페거리

국제신문 02면 종합

남해안 청정자연·신선 해산물 유럽에 알렸다

아시아투데이 36A면 지역

경남도, 영국서 ‘관광하기 좋은 남해안’ 알렸다

경남신문 14면 인물

부산시 내년 예산 12조9000억 편성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2018
벤처창업
페스티벌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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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예산안 첫 12조 돌파… 보육·일자리 집중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내년 예산 12조9123억…7.6% 증가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내년 예산 12兆… 사상 최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내년 예산 12조9123억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내년 예산 13조 규모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출산·보육, 시민 안전, 일자리 중점”

부산일보 02면 종합

‘사람 우선’에 총예산 3분의 1 책정

국제신문 03면 경제

부산시 예산, 사람·경제·일자리 등 중심 12개 분야 집중 투자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관행·선심성 예산 현미경 검증”

국제신문 03면 경제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 수도권 떠나 부산서 첫 개막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스타트업 지원, 글로벌 펀드 생긴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스타트업 다 모였다, 해운대는 지금 창업 중

국제신문 12면 경제

스타트업 축제 부산서 열려… 중기부 ‘창업붐’ 확산 앞장

아시아투데이 27면 경제

“창업 시장은 진흙탕… 그럴수록 발품 팔아라”

국민일보 21면 인물

김봉진 “스타트업 성공비결은 발품팔기”

매일경제 20면 기업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다

머니투데이 29면 인물

“창업현장은 진흙탕…땀흘려 움직여야 성공”

서울경제 18면 기업

‘스타트업 스타’에게 창업 노하우 배운다

한국경제 17면 기업

명지에 20만㎡ 대규모 공원 들어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명지지구,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탄력

국제신문 12면 경제

금정 공영주차장 민간 위·수탁 놓고 의견 대립

국제신문 08면 사회

남구청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타 지자체 영향 줄듯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남구, 유엔참전용사 이름 새긴 신문 발간

조선일보 16면 전국

비정규 용역 근로자 부산 첫 정규직 전환 동구청, 내년 시행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 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결정

부산일보 12면 지역

해운대구 노조, 10년 만에 전공노 재가입 추진

국제신문 07A면 사회

부산을 향해, 평화를 보냅니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참전용사 없는 참전용사 추모식 반쪽 행사 된 ‘턴 투워드 부산’

국제신문 02면 종합

금융중심도시 위상정립 위해 부산시 관련 조직 확대 추진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진·남구 쓰레기 봉투값 인하 추진

국제신문 07면 사회

문화재단 등 삭감 예산, 내년 추경 편성

국제신문 02면 종합

제2센텀시티 예정지 현장 실사

국민일보 13A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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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무료점검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발전硏 인사 투명성 강화

파이낸셜 01면 종합

어촌 전담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 개소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항은 멕시코 물류허브 조성 모델”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도 ICT 활용 고령 친화 환경 만들어야”

부산일보 24면 인물

“청년 창업 기회의 공간서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일보 25면 인물

조정대상지역 집값 하락 계속 부산 ‘투기과열지구’ 완화 돼야

부산일보 18면 부동산

내 직업은 무엇이 좋을까

국제신문 11면 경제

해양대 해양금융전문대학원 ‘인기’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에코델타시티 마지막 공사 내달 입찰 진행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시-테크노파크 인사 싸움에 중소기업 등 터진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서울은 9회, 부산은 2회… 해외 IR도 제2 금융중심지 홀대

국제신문 11면 경제

“수평 리더십과 고객 행복 마케팅서 기업 활로 찾아야”

국제신문 21면 인물

하나된 출장세차 업주들… 대기업 몰아내고 해외개척까지

국제신문 10면 기획

“협동조합으로 뭉치니 세상 시선 달라져…”

국제신문 10면 기획

9·13 대책은 지역에 독? 긍정적 기능도 있다

국제신문 12면 부동산

“창의적 아이디어가 파괴적 비즈니스 생산”

국민일보 21면 인물

“글로벌 투자자 눈길 끌어라” 스타트업들 왕중왕전 후끈

동아일보 B04면 경제

글로벌 게임 트렌드, 부산서 한눈에 본다

아시아투데이 23면 산업

부산 벤처창업 페스티벌 스타트업 국제 교류 성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7개 구역 맞춤전략… ‘4차’ 지름길 찾는다

머니투데이 04면 종합

박람회·취업프로그램… 청년실업 해소 앞장서는 은행들

아주경제 14면 금융

부산항 북항일대 외자유치 ‘청신호’

파이낸셜 01면 종합

‘BNK와 함께하는 2018 부산 잡 페스티벌’ 개최

경남도민신문 11면 경제

총선 성패 가를 ‘3대 변수’에 PK 여야 상황 ‘극과 극’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여권, 김외숙 법제처장 ‘총선 경쟁력’에 주목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민주당, 대규모 세몰이로 악재 털어내기

국제신문 05면 종합

쇄신 동력 상실 한국당… 다시 내홍 속으로 국제신문

국제신문 05면 종합

BIFC 계단 오르기 대회

부산일보 16면 경제

BIFC 63층 계단으로 오르기

국제신문 07면 사회

박동순 이사장, 박차정여성운동가상 선정

부산일보 24면 인물

‘문화기관 예산’ 市 일괄 삭감에 문화계 “촛불 들 판”

부산일보 06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윤창호법
발의

신발산업
100년

고교
무상급식

보도내용
서핑으로 뜨는 양양, 레저구역 제한에 갇힌 송정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 해양관광 활성화, 세부 과제만 40개

부산일보 03면 사회

여전히 의견 분분한 오페라하우스 건립

국제신문 15면 문화

“새롭고 도전적인 영화산업, 한국·스웨덴의 가교 될 것”

국제신문 15면 문화

부산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2년 연속 200만명 돌파

동아일보 18C면 영남

폐공장의 변신… 60만명이 찾는 명소로

매일경제 30면 전국

윤창호의 44일, 사회에 경종 울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창호야, 네 이름 딴 법안 반드시 바칠게”

부산일보 09면 사회

‘윤창호법’,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국제신문 03면 종합

꿈 많던 22세 청년, 음주운전 위험 경종 울리고 떠나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음주교통사고 희생자 윤창호, 윤창호법 남기고 영면

국민일보 21면 인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너의 이름 명예롭게 사용될 것”

서울신문 27면 인물

‘1兆 클럽’ 두 곳이나 있는데 고용·브랜드 없는 신발산업

한국경제 01면 종합

덕선이가 신던 ‘타이거 운동화’는 어디로 갔나… ‘응답없는’
한국경제 04면 경제
신발산업
日, 수교 후 부산에 공장 … 고무신 → 운동화 바꿔 신어

한국경제 04면 경제

나이키도 부산 신발 사가던 ‘보따리상’이었다

한국경제 04면 경제

고교 무상급식 놓고 부산시-기장군 ‘갈등 2라운드’

부산일보 01면 종합

무상급식 분담금 구·군 “재원 없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고교 무상급식 놓고 … 시·기장군 볼썽사나운 다툼

국제신문 02면 종합

형제복지원 30년 만에 진상 규명 이뤄질까
부산진구
사하구
영도구
해운대구

11/13

부산 시정

출처

세계일보 11면 사회

어린이집 대표 겸직 배영숙 구의원 부산진구의회 ‘이례적’ 제명
부산일보 10면 사회
절차
붕괴방지 공사 5개월만에 암벽 ‘와르르’

부산일보 10면 사회

‘안전속도 5030’ 영도 사망사고 31.8% 감소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쇼핑타운으로 전락할 우려

국제신문 07면 사회

해운대구청, 엘시티 전면 공사 재개 결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해양레저관광 ‘팀’→’과’ 검토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희망가구 모집

부산일보 02면 종합

“겨울철 전기안전 책임지겠습니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지역 환경·생태 이슈 공동 대응 ‘부산환경회의’ 발족

부산일보 10면 사회

“빈집 철거 사업 제자리”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

부산일보 05면 정치

“불나면 어쩌나, 늘 두렵다” 부산 ‘고시원’도 위험천만

부산일보 08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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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연일 고강도 개혁드라이브 산하 공공기관 보폭맞추기
국제신문 03면 종합
속앓이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경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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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진 ‘만디버스’ 방치하는 부산시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보편적 교육복지 대폭 늘어난다

국민일보 12B면 사회

‘얼굴 바뀐’ 부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열린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직접 배우는 선상안전’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퇴직공무원 노하우… 장노년 일자리 활성화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전국 고교까지 무상급식 ‘눈앞’… 부산·경남 내년 시행

아주경제 17면 지역

세금 받아 산 택시노조 차량, 간부 출퇴근용 ‘탈선’

부산일보 09면 사회

구타 당하고 돈 뺏기고… 부산 장애인 학대 만연

부산일보 10면 사회

비소검출 BCG 백신 대체 주사, 맞을 병원이 없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사회적경제센터, 서부산으로 확장 이전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장 이전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울경 일거리 바닥” 산업부에 대책 호소한 상의

국제신문 12면 경제

“공공시설 안전관리와 수익창출 다 잡을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윤리경영 실천으로 공사 신뢰 회복할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긴급 재난상황서 바로 못 띄우는 소방용 드론

국제신문 02면 종합

사회적기업 설 곳 늘리는 부산

서울경제 33B면 전국

‘금융허브’ 모습 갖춰가는 부산 문현금융단지

한국경제 28A면 지역

해양기자재 콘퍼런스 19일 개막

한국경제 08면 경제

바른미래, 부산시에 ‘故 윤창호 재활치료센터’ 건립 제안

부산일보 05면 정치

힘 빠진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 ‘차기 당권 경쟁’ 조기 점화

부산일보 05면 정치

경부선 철도 지하화·부전복합역 부산시 역점사업 예산 반영
부산일보 05면 정치
실패
민주당 PK 지지율 40% 붕괴 거품 걷혔나 일시적 조정인가

국제신문 05면 정치

한국당, 보수분열 연제·북강서갑 당협위원장 선임 골머리

국제신문 05면 정치

65일간 30만 명 관람… 서부산권 첫 전시 성공적 평가

부산일보 20면 문화

서부산권 새로운 미술 지형도 탄생… 30만 관람객 응답했다

국제신문 18면 문화

“영상물 콘텐츠 거래 12년 노하우 나눌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지역작가 700명 참여 부산미술제 오늘 개막

국제신문 18면 문화

전시회 즐기고 맥주 한잔 상업시설 품은 ‘예술공장’

서울신문 22면 기획

“민·관 협업 문화예술공간 운영 첫 사례”

서울신문 22면 기획

‘시련’ 이겨내는 부산 … 물류·관광·금융 새 성장동력 키운다

한국경제 B01면 기획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관광·마이스산업 제대로 키워 부산 먹여살릴 新성장동력 삼을
한국경제 B02면 기획
것”
드론쇼·모터쇼·지스타 … 마이스산업 이끄는 벡스코

한국경제 B04면 기획

기술벤처·연구소 입주 … 부산연구개발특구 ‘제2 도약’

한국경제 B04면 기획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 … 해양문화·역사 숨쉬는 ‘글로벌 관문’
한국경제 B06면 기획
만들 것”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국민 에너지 기업”

한국경제 B06면 기획

광안리 앞바다에 ‘해상 케이블카’ 추진 …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한국경제 B07면 기획
뜬다
세계e스포츠정상회의 13∼15일 부산서 개최

동아일보 18D면 부산

세계e스포츠 세계e스포츠 정상회의 부산서 발전방향 모색
정상회의 ‘세계 e스포츠정상회의’ 부산서 개막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e스포츠 메카 부산서 세계회의 열린다
“내년 시정, 사람 우선·경제살리기·삶의 질 높이기 실현”
오거돈 시장
“내년을 성과 창출 첫 해로”
시정연설
오거돈 “경제 살리기에 중점”
에코델타
시티

부산
신발산업
부마
민주항쟁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11/14
부산 시정

서울경제 33A면 전국
파이낸셜 01면 종합
국제신문 03면 종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파이낸셜 01면 종합

전국 건설사들 줄 서는 에코델타시티

부산일보 01면 종합

미래 인프라 대한 기대감, ‘서부산 중심도시’ 달군다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여의도 4배 면적·3만 세대 규모의 ‘친환경 수변도시’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신발 OEM 40년 전쟁’

한국경제 04면 경제

“싼 인건비 찾아다니기 한계 … 고부가사업으로 키워야”

한국경제 04면 경제

신발 제조사 82%가 10명 미만 ‘영세’

한국경제 04면 경제

바른미래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해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정관 ‘조은 상가’들 연쇄 마찰음… 성난 투자자들 아우성

부산일보 02면 종합

정관 조은상가 투자자 “기장군, 준공허가 거부해야”

국제신문 06면 사회

남구 기피시설 인허가 예고제 ‘뒷북’ 논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래구 ‘멧돼지와의 전쟁’ 선포

국제신문 07면 사회

어린이집 대표 겸직 부산진구 구의원 버티기에 제명 표결

경향신문 14면 전국

북구 아파트 대들보 균열 주민 “부실시공 조사하라”

국제신문 08면 사회

옛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사업 5년 만에 빛 본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또 돌 떨어질까… 불안에 떠는 사하 주민들

국제신문 08면 사회

지방공무원 5급 승진 하반기 몰려 ‘대란

부산일보 10면 사회

결핵 관리 안 되는 부산 의료기관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자매도시에 봉사단 보내 나눔 실천”

부산일보 24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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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이 점령한 하구 생태계, 둑 열어 황금어장 되살려야

부산일보 04면 기획

내년 수문 개방 ‘강 살리기’ 시작 부산일보

부산일보 04면 기획

34개 환경단체 연대 ‘부산환경회의’ 출범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소방서 무전기 내년까지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

국제신문 08면 사회

무상급식 분담금 협조 요청 부산시 고위급 구·군에 급파

국제신문 01면 종합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심의절차 거쳐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천마산터널 개통 결국 내년으로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에 주민들 기대감 ‘솔솔’

동아일보 20D면 부산

공공부문 생활임금 ‘1만원 시대’

한겨레 13A면 전국

부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 총리상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정부 ‘수소 시내버스’ 부산엔 0대

부산일보 01면 종합

건물 자체가 첨단 신발클러스터… 임대료 싸 입주 줄이어

국제신문 14면 경제

기업인·전문가 100명 ‘부산경제산업상설연합회’ 창립

국제신문 14면 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최 ‘일루와 페스티벌’ 성황

국제신문 16면 기업

부산 기업들 “힘들어도 채용 확대”

국제신문 01면 종합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부산 30억·대구 78억…
국제신문 14면 경제
편중 심각”
부산 경제

민간공원 땅장사, 지자체마다 달라

한국일보 12D면 호남

부산시, 북방물류개척 후속사업 추진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녹산공단 설비 40% 멈췄다

매일경제 01면 종합

“카드 돌려막는 심정으로 공장돌려”…부울경 산단 초토화

매일경제 04면 산업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 둥지’

아주경제 17면 지역

국내1위 테니스화·수술실용 고무신·당뇨치료 워킹화…신이
한국경제 04면 경제
난다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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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가 손 안댄 ‘니치마켓’부터 공략해야”

한국경제 04면 경제

부산 에코델타시티 택지 분양 … 건설사 ‘눈독’

한국경제 30A면 지역

PK 보수 정치권 각자도생에 ‘핵분열’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적이지만 예산 확보하려면… PK 집권세력 ‘장제원 딜레마’

부산일보 08면 정치

“700여 부산 미술인들의 잔치”

부산일보 20면 문화

좌석 점유율 80%… ‘부산영화’ 가능성을 만나다

국제신문 18면 문화

이우환 조각 또 낙서… 접근 막자니 작품의도 훼손 ‘딜레마’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요는 큰 문화자산… 원도심에 되살려야”

국제신문 24면 인물

“보수동 책방골목은 문화자산…옛 명성 되찾자”

경남도민일보 08면 기획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헌책에 새 생명 불어넣는 ‘단골’들

경남도민일보 08면 기획

롯데, 새 잔디 위에서 도약 나래 편다

국제신문 22면 스포츠

부산 스포츠 부산시 ‘1-3세대 축구멘토링’ 오늘 결연식

서울경제 27B면 전국

1~3세대 축구멘토링 결연식

경남매일 13면 스포츠

‘게임, 우리의 별이 되다’ 역대 최대 규모로 찾아온다

부산일보 18면 게임

게임만 있냐고요? 누구나 꿈꾸는 문화 축제!

부산일보 18면 게임

‘10살 지스타’ 국내외 신작 러시… 문화콘텐츠 접목한 축제로

국제신문 12면 기획

“2억명 즐기는 포트나이트… 한국을 세계 제패 교두보로”

국제신문 12면 기획

지스타 D-1…게임 신작 대거 쏟아져

서울경제 14면 IT

“모바일로 변신한 PC 대작 게임, 지스타서 미리 만나세요”

한국경제 B01면 IT

한일 시·도·현 “초고령사회 공동 대응”

부산일보 10면 사회

韓日 연안 8개 시·도·현 “노인복지 현장전문가 교류회 열자”

국제신문 03면 종합

韓·日 지자체, 초고령사회 대응 논의

국민일보 12B면 사회

부산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한국일보 12C면 부산

한일해협 8개 도시 “초고령 사회 공동대응”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초고령사회 지역공동체 해결해야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한일해협 관광플랜·축구교류 공동 추진”

경남신문 01면 종합

자치경찰 인원·업무 확대했지만 ‘독립성’ 의문 여전

부산일보 03면 자치의정

지스타
2018

한·일
지사회의

기대 반 “치안 향상에 도움 될 것” 우려 반 “관할 떠넘기기
부산일보 03면 자치의정
자치경찰제 가능성도”
국제신문 01면 종합
내년 자치경찰 도입… 민생치안 담당

탄성소재
벨트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탄성소재 국책사업 ‘물꼬’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전남 ‘탄성소재 벨트’ 조성 산업부 심사 통과…사업
서울경제 27B면 전국
힘실려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국책사업 낙점

파이낸셜 01면 종합

신공항 용역 ‘부울경 검증단’ 본격 가동

부산일보 05면 종합

국토부 “김해신공항 예산, 검증 완료 때까지 집행 중지”

부산일보 05면 종합

아파트 화장실에서 허용치 5배 넘는 라돈 ‘충격’

부산일보 09면 사회

강서 5000세대 아파트 덮친 라돈 공포… 정부는 “나 몰라라”

국제신문 06면 사회

“동네 목욕탕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국제신문 07면 사회

서구

“구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서구 발전 이룰 터”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시정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재원 마련 급선무”

부산일보 08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강서구
금정구

11/15

업무 분담·수사공조가 관건 … 檢 “권한 분산 없이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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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342

보도내용

출처

“조례 개정해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매입’ 예산 확대해야”

부산일보 05면 사회

“전문가 협업, 복지정책 논의 기구 만들 것”

부산일보 30면 인물

남북협력 가속도 부산역할 커진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북항재개발 10년 만에 ‘본궤도’… 시민 체감도 높인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북항재개발 2022년 준공 목표 ‘속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서면 쌈지공원 재정비 사용료 안 낸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공공부문 생활임금 ‘1만원 시대’

한겨레 12면 전국

부산 모든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설치

서울경제 33B면 전국

“추운 겨울 따뜻한 의자에서 버스 기다리세요”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한일 해협연안도시 상호 협력 강화”

파이낸셜 30면 인물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오늘 준공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 퇴직공무원들 ‘장·노년 일자리·복지 해결사’로 활약

문화일보 15면 전국

에어부산, 부산~싱가포르 내년 1월 운항

부산일보 02면 종합

“예산 증액해 주면 부산 수소버스 배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비, 5개 수협 입 대는 통에 ‘휘청’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미취업 女 90% 경단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해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10월 실업률 13년 만에 최고

부산일보 15면 경제

전국 취업 소폭 늘어도 부산 15개월째 마이너스

국제신문 10면 경제

엘시티 공사재개는 했지만 또다른 암초에

국제신문 07면 사회

대구 오르고 부산 하락 아파트 가격 격차 줄어

서울신문 20면 경제

대선주조, 지역인재 육성 ‘남다른 관심’

한국일보 14C면 부산

스마트시티 결국 아파트村에 그치나

매일경제 24면 부동산

미래車시대 가속페달… 예산 1조원대 ‘충전’ 나선다

머니투데이 07면 정치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문을 열다

아주경제 20면 산업

부산 정치권, 수소버스 시범사업 예산 확보 잰걸음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인적쇄신 강행, PK 현역 최소 5명 이상 교체 전망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민주당, ‘해당 행위’ 기장군의회 성경미 의원 제명

부산일보 09면 사회

한국당 부산시당, 기초의원협의회 발족

국제신문 05면 종합

김세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부산 보건인프라 강화”

국제신문 04면 종합

성년 맞은 부산독립영화제 11월을 ‘뜨겁게’

부산일보 22면 문화

금요일 밤 ‘오케스트라의 성찬’에 초대합니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낯선 타국서 총 들었던 사람들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부산일보 21면 문화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무너진 신뢰, 시민의 힘으로 재건하자

부산일보 23면 문화

나홀로 전세낸 억새 장관… 운 좋으면 고니도 마주쳐요

국제신문 17면 레저

5월엔 습지체험·11월엔 철새맞이

국제신문 17면 레저

“축구 인생 연장전 시작은 꿈나무들과…”

부산일보 10면 사회

“엘리트·생활체육 벽 허물고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시 본청·사업소 정규직 전환 연내 마무리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시, 용역직 정규직화 연내 마무리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부산시 용역
부산시 “용역근로자, 연내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부산시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스타
2018

부산국제
영화제
거가대교
강서구

국민일보 12B면 사회
한국일보 14C면 부산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 연내 결정”

서울경제 33B면 전국

용역근로자 연내 정규직 전환

파이낸셜 01면 종합

1000만 원 이상 체납 부산시, 513명 공개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 신규 법인 134곳·개인 333명
고액체납자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 9403명
공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 부산 467명 208억

동남권
신공항

출처

국제신문 06면 사회
한국일보 12면 사회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김해신공항 검증단, 연말까지 검증 완료

부산일보 12면 부산

신공항 정부안 적절하나 부울경 검증단 활동 시작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김해신공항 검증 연말까지 끝낸다”

경남매일 02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

경남신문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검증 본격화

경남일보 03면 종합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스타 2018’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 게임전시회 ‘지스타’ 오늘 개막

동아일보 22D면 부산

배틀그라운드 VS 포트나이트… 국산과 외국 게임의 맞대결

조선일보 B10면 IT

지스타 ‘게임 新星’들이 쏟아진다

헤럴드경제 14면 경제

BIFF, 시민 의견 듣는다

부산일보 23면 문화

화려한 영화 축제 BIFF 이면 시간 외 수당 없는 ‘열정페이’

부산일보 09면 사회

“묵은 갈등 풀고 정상화 첫발… 부산국제영화제 재도약 성과”

아시아투데이 23면 연예

“거가대교 통행요금 낮춰라” 거제시민 인하투쟁 나섰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라돈 검출 강서구 아파트, 정밀 측정 실시

부산일보 02면 종합

라돈 공포증 확산에도 매뉴얼조차 없어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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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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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라돈 검출’ 아파트 정밀 조사… 일부 주민 “대표성 의문”

국제신문 06면 사회

옛 해운대역 일대 정거장 터 초고층 아파트 건립설 ‘논란’

부산일보 01면 종합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논란 재연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역~북항 환승센터 연결 보행덱, 내년 완공

부산일보 02면 종합

작동 잘되나… 부산 고시원 308곳 긴급 소방점검

부산일보 09면 사회

‘꽃의 내부’ 달맞이언덕에 설치되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경남 청정상수 공급, 정부는 약속 지켜라”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의회 “공공기관 업무 파악 부실” 감사 중단 강경책

부산일보 08면 정치

“도시공원 일몰제, 민·관 공동대응 나서자”

부산일보 30면 인물

부산발 라돈 공포, 정부 ‘통합관리’ 착수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의료원, 승진시험 응시자에 일괄 가점 ‘뒷말’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의료원, 2014년 ‘편법 승진’ 있었다

서울신문 10면 사회

부산환경공단 자료제출 부실 행정사무감사 19일로 연기

국제신문 04면 종합

지자체 ‘힐링 이벤트’

국민일보 13면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자”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시, 오늘 원자력안전대책위 회의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바다에 길을 묻다, 바다에서 길을 찾다

부산일보 19면 경제

‘시민에 더 가까이’ 신개념 과학 강연쇼 오세요

부산일보 17면 경제

수출↓ 실업↑… 뒷걸음질 치는 동남권 경제, 내일이 더 걱정

부산일보 03면 종합

격변의 조선업… 기자재 산업 길을 묻다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4회 맞은 부산 R&D주간… 시민과 함께 혁신성장 고민하는
국제신문 16면 IT
자리로
부산 경제

탄성소재산업 고도화 정부심사 통과… 가속

국제신문 16면 IT

“시민공감 얻는 혁신이라야 생태계 변화 이끌어”

국제신문 16면 IT

낡은 규제, 불황에 우는 기업 목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中여행사 내놨다 철회한 한국상품… 유커 복귀 늦어지나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콘텐츠마켓 급성장한 동영상 시장 공략해야”

국제신문 22면 인물

금융허브 순위 3년새 27계단 추락… 외국계 본사 유치
동아일보 04면 경제
흐지부지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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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실업률 4.9%·경북 4.3%… 영남 경제 깊은 수렁

서울신문 20면 경제

선박·車 부진에 지방경제 ‘털썩’…부울경 수출 20% ↓

매일경제 12면 경제

‘라돈 규제’ 정부 부처 합동 TF 구성

부산일보 08면 정치

중앙 ‘PK 文맨들’ 마음은 총선에

부산일보 08면 정치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부산진구 배영숙 의원 제명

부산일보 09A면 사회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 ‘제명’

국제신문 07면 사회

PK여야 경쟁시대 동네민심 유별난 구애

국제신문 04면 종합

“환동해권 공동체 구축 땐 부산이 한반도 평화 주도할 것”

국제신문 05면 정치

도심 숲에서 ‘베어 그릴스’ 생존 체험을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관광, 콘텐츠 생산에 집중할 때”

부산일보 17면 경제

“내년엔 ‘A매치’ 꼭 이뤄낼 것”

부산일보 31면 인물

부산 센텀지구에 게임융복합타운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지스타 2018’ 개막

부산일보 01면 종합

“지스타, 부산 영구 개최 추진… 센텀 2지구 게임특화단지로”

국제신문 03면 게임

포트나이트 하려고 1시간 줄서… 마니아들로 ‘북적’

아시아투데이 15면 산업

‘겜덕’ 30만 집결 … 게임 메카 부산

중앙일보 B01면 경제

오거돈 시장 “지스타, 부산 영구 개최 필요”

한국일보 13C면 부산

부산 센텀지구에 게임타운 조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36개국 689개사 게임 지스타 체험 ‘북새통’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VR·3D게임 자유자재…5G 미래 보여준 ‘지스타’

매일경제 16면 IT

지스타 찍고…외산 게임이 몰려온다

서울경제 16면 IT

30개국·662개 업체 참여… 역대 최대 게임 전시회

아주경제 24면 IT

‘지스타’의 도시 부산 게임산업 메카 꿈꾼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을 글로벌 게임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김해신공항 예산 집행 내년 상반기까지 중지

부산일보 02면 종합

서구

버스기사 운행 전 음주측정나선 서구

국제신문 06면 사회

영도구

영도주민이 제주에 귤 따러 가는 까닭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혁신도시 성과, 전국 최고”

부산일보 06면 종합

오 시장 전기차 약속 어디 갔나… 보조금 신청도 ‘찔끔’

부산일보 05면 정치

벡스코 함정오 사장 사퇴 부산 마이스업계 ‘시끌’

부산일보 17면 경제

“목재덱 무분별 사용, 오히려 환경 오염”

부산일보 05면 정치

“4차산업·100세 시대, 화두는 평생학습”

부산일보 24면 인물

행정결재문서 원문공개율 높인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저소득층 아동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문화

지스타
2018

동남권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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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시 출자기관 대표 내달 선임 공공기관장 인선 연내 매듭
국제신문 06면 사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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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문화기관 새 수장들, 정체성 회복 화합 이끌어야”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시 용역직→정규직 전환 시행 동시에 절반이 퇴출될 판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경남 ‘제2 신항’ 개발 유치전 치열

국제신문 03면 종합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는 119

동아일보 01면 종합

‘표류’ 북항재개발 다시 궤도 오른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날씨 추워오면… 김치 나눔 한마당 따뜻한 후원

경남매일 10면 인물

관람객 사로잡은 부산공동관, 흥행·실속 다 잡았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북항 상업·업무지구에 70층 넘는 마천루 선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30일 벡스코 가면 해외여행정보 다 있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김성한 롯데호텔부산 대표, 市 산업평화상

부산일보 25면 인물

롯데호텔부산 김성한 사장 부산시산업평화상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항 환적화물 부가가치 높여 일자리 창출하자”

부산일보 19면 경제

“스마트팩토리 도입해 수산혁신을” 부산수산정책포럼서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다양한 의견

부산 경제

부산 정치

346

BPA, 로테르담에 공동물류센터 짓는다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류센터 LOI 체결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해양·교통정책 4개국 전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교통·해양 노하우 해외 전수 파이낸셜

서울경제 01면 종합

스타트업 해외진출 길 터준 부산

서울경제 33B면 전국

“해양산업 르네상스 열자” 내일 부산서 토크콘서트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예타 장벽’ BIFC 3단계 좌초 위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사업 탈락 땐 공공기관 추가 유치 차질… 계획 새판 짜야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은 항만 분야서 블록체인 사업 키워야”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산시 비용지원 늘리자 신규설치 4년만 증가

국제신문 02면 종합

“카풀 서비스는 정규직 택시 기사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 것”

동아일보 18C면 영남

북항재개발 사업부지 70층 건물 건립

국제신문 01면 종합

“지방분권은 분권개헌·재정분권부터”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방분권 실현하라”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추천위원회 7인에서 9인 체제로 정관
부산일보 01면 종합
바꿨다
한국당 부산시당, 총선승리 방안 ‘열공’

부산일보 05면 정치

노력 없이 얻은 ‘PK지역 지지도 상승’ 한국당에 약? 독?

부산일보 05면 정치

여직원 양옆에 두고 회식한 오 시장

부산일보 02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오거돈 시장 ‘양옆 여직원 회식’ 사과

출처
세계일보 11면 사회

회식자리 ‘양옆·맞은편에 여직원’ 오거돈 市長, 사진 올렸다가
조선일보 12면 사회
사과
BIFF 평가단 중간보고 첫 공개 와이드앵글 아웃소싱 검토도

부산일보 22면 문화

외부평가 받은 BIFF “조직운영 개선·상영프로그램 교통정리
국제신문 18면 문화
시급”
“BIFF 스태프 미지급 시간 외 수당, 이른 시일 내 시정”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 노포동 고분군 청동기 유적 발견

부산일보 12면 지역

부산 복천동 고분 인근, 재개발이 답인가?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의 큰 어른’을 위한 후진들의 특별한 출판기념회

국제신문 02면 종합

오래된 탑, 버려진 공장… 예술로 다시 태어나다

국제신문 19면 문화

‘스무 살’ 맞은 부산독립영화제 함께 즐겨요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 공모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향 1년치 공연 예매 ‘첫선’

국제신문 18면 문화

이탈리아 베네치아 온 듯… 장림항 ‘부네치아’ 뜬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항 북항 유치한다던 ‘볼보컵’ 물 건너갔나

부산일보 19면 경제

지스타 폐막… 23만여 명 관람

국제신문 01면 종합

손님도 바이어도 역대 최다… IT업체 열띤 신상품 홍보전

국제신문 12면 경제

지스타 방문객 23만명 넘었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신작 대거 공개 등 흥행 신기록… ‘보는 게임’ 강세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지스타 2018 두 주인공 e스포츠·클라우드

머니투데이 16면 IT

지스타, 겉만 화려하고 속은 밋밋했다

서울경제 14면 IT

국토부,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결국 확장

부산일보 01면 종합

‘면적 1.6배 확대’ 2016년 용역, 그대로 실현될까

부산일보 03면 사회

“혼잡 예상” 용역 드러나자 여론 악화

부산일보 03면 사회

공항 좁아서… 실크에어, 부산~싱가포르 취항 철회

부산일보 03면 사회

“거가대교 요금 내려라” 거제 시민사회 요구 거세

국제신문 10면 지역

남구

유엔 참전용사 울린 남구 발행 영자신문

국제신문 08면 사회

북구

“덕천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증설 좀 해주이소”

국제신문 06면 사회

사하구

사하 장평중 주차장 지반 ‘폭삭’ … 학생들 불안감 호소

국제신문 06면 사회

수영구

민락공원 주차장 신설에도 차댈 곳 부족

국제신문 07면 사회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시, 원도심에 초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문화

지스타
2018

동남권
신공항

거가대교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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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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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
소셜벤처
투자전용
펀드

348

보도내용

출처

부산 북항·원도심 재개발 본격화

한국경제 28A면 지역

수소 시내버스 부산 도입 가시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사랑의 온도탑’ 올해 목표 126억 원 달성할까

부산일보 10면 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부산 1곳 “확충 예산 편성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이기대 케이블카 ‘무산’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고시원 45.4% 스프링클러 없어”

부산일보 05면 정치

2021년 부산 전역 ‘무료 와이파이’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의회도 부산의료원 승진시험 가점 질타

국제신문 05면 종합

포획한 멧돼지 어찌 하오리까

국제신문 02면 종합

저출산 극복 우수분야?…헛다리에 ‘이벤트성’ 변죽만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 지하철 임신부 타면 음성 안내로 자리 양보

서울신문 16면 정책

민선 7기 부산, 4차산업혁명 도시 ‘시동’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 오늘 총회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검출된 비소량 유아 하루 허용량의 1/30 수준 그쳐

국제신문 23면 건강

자재·설계·시공까지 ‘건축의 모든 것’

부산일보 16면 경제

中 관광객 위한 ‘알리페이’ 자갈치시장에선 “몰라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예타’ 암초 만난 ‘BIFC 3단계’ 또 연기되나

부산일보 08면 종합

LH, 북항 재개발 한 축 맡는다

국제신문 03면 경제

부산-LH 오늘 원도심 재생 활성화 협약

서울경제 27B면 전국

부산시-국제교류재단 ODA 관계자 초청 연수

아주경제 17면 지역

부산 국제조선해양기자자재 콘퍼런스 개막

경남도민신문 11면 경제

한국당 부산시당 대변인, 윤지영 시의원

부산일보 05면 정치

‘자중지란’ PK 한국당 이러다 무너질라

부산일보 05면 정치

檢 송인배 기소 방침에 PK ‘술렁’

부산일보 05면 정치

‘먹거리·놀거리’ 많은 부산, ‘여행 만족도’는 기대 이하

부산일보 08A면 종합

젠트리피케이션 떨쳐낸 감천문화마을

국제신문 08면 사회

“노포동 고분군-삼국시대 유적 문화루트로 활용하자”

국제신문 06면 사회

“문화가치 커진 피란수도 더 널리 알려야”

국제신문 24면 인물

“일상에 활력 주는 청년문화 기획 존중돼야”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시, 소셜벤처 투자 전용 펀드 조성

부산일보 08면 종합

소셜벤처 육성할 전용펀드 나왔다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 소셜벤처기업 투자 펀드 195억원 조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소셜벤처기업 투자 펀드 부산시 195억 규모 조성

서울경제 27면 전국

부산, 소셜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

파이낸셜 25면 부산

스타트업 1000개·일자리 2만 개 창출
부산
5년간 혁신 일자리 1만8000개·스타트업 1000개 창출
스타트업
일자리창출 오거돈 부산시장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부산, 혁신일자리 1만8천개 만든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3대 키워드’ 제시

부산일보 03면 종합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 한국공항공사에 지시”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공항 국제청사 확장 결정된 것 없다”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공항 영향권 수출입 화물 96% 인천공항서 수송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부산 스마트시티, 1조5천억 투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스마트시티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IoT·AI로 스마트시티 구축

매일경제 12면 경제

“낙동강 하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랜드마크로 구축”

서울경제 27B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스마트시티

국제신문 03면 경제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파이낸셜 01면 종합

코레일, 부산역에 미혼모 자립지원 매장
부산 미혼모
전국 첫 미혼모 자립가게 문 열어
자립지원
부산 미혼모 자립 마중물 ‘소당 한그릇’ 1호점 문 열어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시 ‘아파트 라돈 검사’ 논란만 키웠다
부산 아파트
市는 “문제없다” 단언, 주민은 “믿을 수 없다” 반발
라돈검사
부산시 “강서 라돈 큰 문제없다” 입주민 “못 믿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금정구
기장군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해운대구

11/21
부산 시정

국민일보 12B면 사회
서울신문 25면 인물
부산일보 03면 종합
국제신문 06면 사회

산성마을 ‘노래방 기계’가 꺼졌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탈북아동 돕기, 놀이터 관리 … 청소년 손으로 만든 조례

국제신문 16면 교육

기장군, 서울 유학 대학생 기숙사 설립 진통

국제신문 09면 사회

국가지질공원 이기대에 모노레일 추진… 자연파괴 논란

국제신문 02면 종합

‘컨테이너 소방서’ 새 둥지로 옮긴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아파트 공사 옆… 도로 ‘쩍쩍’ 지반 ‘털썩’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부산 최대 복합쇼핑몰 아트몰링 ‘문콕 주차장’ 원성

부산일보 09면 사회

‘꽃의 내부’ 달맞이길에 재설치 검토… 졸속 우려

국제신문 09면 사회

황령산에 초대형 ‘터널 배수지’ 만든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사랑 온도, 나누면 올라가요

부산일보 01면 종합

나눔 온도 ‘팍팍’ 올려봅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이웃을 도웁시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

동아일보 18D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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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복지예산’ 구·군 떠넘기기 논란, 불 끄려다 화만 돋운 부산시

부산일보 03면 종합

어르신들 “부전시장 다니기 겁나요”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적응 부산 중·고교생 97% 대안교육 못 받고 학교 떠나”

부산일보 05면 정치

복지기금 등 수억 원 유용 의혹 택시노조 압수수색

부산일보 09면 사회

버스·택시업체 노조간부에 ‘부정한 웃돈’ 사실로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차량 2부제 민간 확대·과태료 최대 200만 원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돕는 시설을 돕습니다

국제신문 16면 노동

부산 저체중·미숙아 출생률 높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지하철노조 “단체교섭에 부산시 부당 개입”

국제신문 07면 사회

복지서 제외된 홀몸노인 쓸쓸히 숨져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수질연구소, 국제숙련도시험서 우수 평가

동아일보 18D면 부산

경전철 악몽에 발목 잡힌 친환경 교통혁명… 트램은 달리고
한국일보 08면 기획
싶다

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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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무인역 운영 잦아 안전 우려”

경남신문 05면 사회

부산 북항 통합개발 연계 ‘쇠퇴한 옛 도심’ 재창조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LH·부산시, 북항 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생 협약

머니투데이 19면 건설

市 ‘부산형 공적원조개발 사업’ 키운다

파이낸셜 26면 사회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성과’

부산일보 17면 기업

“공시생 다 모여라!” 부산 첫 공직박람회

부산일보 16면 경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부산일보 02면 종합

文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車 조선산업 직접 챙긴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동래할매파전 등 18곳 ‘백년가게’ 추가 선정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조정대상지역 연내 해제 가능성 ‘모락모락’

부산일보 06면 부동산

“조선해양 분야도 AI·빅데이터 기술 도입하자”

국제신문 11면 경제

벤처캐피털, 수도권 제조업체 부산에 유치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공공기관 22곳 오늘 합동구매상담회

국제신문 13면 기업

부·울·경 상생 시험무대… “해양수산부터”

한국일보 12C면 부산

경·부·울 1차 해양수산 권역별 정책협의회 개최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부산서 해양산업 안전·환경 기술컨퍼런스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한국 해양산업 안전…콘퍼런스’

서울경제 27B면 전국

서울 對 PK, 여성 국회의원 수는 ‘16：0’

부산일보 05면 정치

유재중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부산일보 05면 정치

홍준표 정치 재개 PK ‘엇갈린 속내’

부산일보 05면 정치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미세먼지
절감사업

보도내용
홍준표, 5개월 만에 정치복귀 선언… 내년 당권 도전하나

국제신문 04면 종합

여야 대치로 멈춘 국회, 부산 현안 법안도 급제동

부산일보 04면 정치

텅 빈 상임위… 여야 대치에 예산·민생법안 줄줄이 ‘발목’

국제신문 05면 종합

민노총 오늘 전국 총파업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부산일보 08면 종합

할머니 이야기보따리엔 재미·감동 가득

부산일보 10면 사회

결국 ‘삭감’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교류의 역사 다양한 전시 기획할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폐허 속 부산 재건’ 위트컴 장군 조형물 세운다

서울신문 31면 인물

부산시,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제로존’으로 만든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울경 항만 미세먼지 2022년까지 50% 감축”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시 “초미세먼지 배출 30% 저감 목표”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울경, 항만 미세먼지 저감·수산창업 활성화 협력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울·경 의기투합 “항만 미세먼지 절반감축”

매일경제 28면 전국

미세먼지와 전쟁…부산항 2020년부터 배출규제지역

파이낸셜 01면 종합

항만 미세먼지 저감·수산창업 활성화

경남매일 02면 종합

“티켓 하나로 3일간 부울경 관광하세요”
부울경 광역
티켓 하나로 부울경 12곳 관광
관광상품
경부울 광역관광 상품 나왔다

거가대교

출처

한국일보 12C면 부산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경남매일 05면 사회

거제 시민단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한목소리

부산일보 02면 종합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시민운동 ‘닻’

경남도민일보 07면 자
치의정

“거가대교 통행료 1만원, 너무 비싸다”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시 “라돈 아파트 전면 재조사”

부산일보 01면 종합

아파트 라돈 부 산 시 “ 강 서 라 돈 전 면 재 조 사 ” 주 민 “ 단 순 재 측 정 은
국제신문 06면 사회
검출사태 의미없다”
서울 신축 아파트서도 ‘기준치 12배 라돈’

한국경제 29면 사회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구
사상구
해운대구

11/22

부산 시정

소방 취약 안창마을에 ‘미니소방서’

부산일보 09면 사회

아이와 동물이 교감한다지만 이래서야…

부산일보 09면 사회

“옛 해운대역 부지 상업 개발 백지화”

부산일보 10면 사회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추진에 구의회 반발

국제신문 06면 사회

‘한·아세안 정상회담’ 부산 개최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혁신도시에 2022년까지 1000개 입주기업 유치”

부산일보 12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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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352

보도내용

출처

양변기 대세? 쪼그려 앉는 화변기도 좋아

부산일보 10면 사회

새 울지 않는 해안숲

부산일보 01면 종합

‘라돈 아이’ 신뢰성 논란… “공포심 조장” vs “1차 경고 효과”

부산일보 03면 사회

라돈 공포 커지는데… 정부 ‘무료 측정 사업’은 되레 뒷걸음질

부산일보 03면 사회

‘원전 안전설비 특혜’ 감사원이 나서서 밝혀라

부산일보 08면 종합

시, 내년 한·아세안 정상회담 유치 추진

국제신문 05면 종합

선박 황산화물 배출 확 줄여 부산 미세먼지 줄인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박상기 법무 “조속히 부산 교도소 시설 개선”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의회 의정비 10년 만에 인상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이 市 예산특보냐”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울경 광역단체 “해양수산 발전 협력”

국민일보 12B면 사회

“학대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도와드립니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혁신도시공공기관장協 합동 봉사

서울경제 33B면 전국

‘혁신성장’에 힘싣는 부산시

파이낸셜 01면 종합

경부울·해수부 ‘해양수산 활성화’ 한뜻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해수부, 경부울 해양수산 투자·창업 활성화 나섰다

경남신문 13면 경제

“부산 해양자치권 특별법 만들어야”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관광’ 항목별 지출 비중 내국인은 맛집 외국인은 쇼핑

부산일보 16면 경제

“가뜩이나 힘든데…” 곤 회장 체포에 르노삼성 비상등

부산일보 16면 경제

제조업이 끌어올렸네, 부산 고용률 10개월 만에 반등

국제신문 12면 경제

공공기관-부산 기업 구매상담회

국제신문 12면 경제

쓰고 공감하고 퍼트리고…고객이 만드는 브랜드파워

매일경제 C01면 특집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길 텄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스마트 동북아 물류 플랫폼 탄력받나

경남일보 02면 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극적 타결… 예산안 ‘급행 열차’ 시동

부산일보 04면 정치

박원순 대권 준비? 주말 PK ‘광폭행보’

부산일보 05면 정치

박원순 서울시장 ‘자기정치’ 논란 속 광폭행보

국제신문 05면 종합

PK 출신 보수 인사들, 갈수록 격해지는 ‘문재인 때리기’

부산일보 05면 정치

잉여금 쌓아놓고 “예산 더 달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낙동강 생태탐방선 2척 더 도입 필요”

부산일보 06면 종합

“무박 3일 영상 콘텐츠 들고 놀아 봅시다”

부산일보 31면 인물

‘낙동강 뱃길’ 관광 활성화 속도낸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고마워요! 이렇게 관광하게 해줘서…”

국제신문 08면 사회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선 늘려야”

파이낸셜 26면 부산

낙동강 하류 뱃길 관광자원화 ‘박차’

경남매일 05면 사회

“뱃길 복원·생태관광 개발돼야”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조속히 건립해주세요”

한국일보 14C면 부산

문정인 “한반도 평화, 꿈꾸고 상상해야 이뤄질 것”

한겨레 01면 종합

“북한, 베트남 모델 선호할 것…한국이 경협 주도권 쥐어야”
한겨레-부산
“2005년 아펙회의 부산 유치는 드라마”
심포지엄
“북 비핵화 조력자로 아세안 활용 가능”

BNK금융
해양수산
지원

한겨레 04면 기획
한겨레 04면 기획
한겨레 05면 기획

부산시 ‘성장전략본부’ 신설, 미래 먹거리 발굴 나선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2차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경향신문 14면 전국

최첨단 분석장비 14종 도입 안심 수돗물 공급하는 부산

서울신문 14면 전국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먹는 물 분석능력 ‘탁월’

세계일보 12A면 전국

수질연구소 분석 능력 세계적으로 입증

국민일보 16면 기업

해수부·부울경·BNK금융, 지역 해양수산 발전 힘 모은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균형발전은 선택문제 아닌 국가 생존 위한 과제”

국제신문 25면 인물

BNK금융, 부·울·경 해양수산업 경제 활성화 지원

한국경제 28A면 지역

BNK금융, 지역 해양수산 산업 활성화 앞장 선다

경남도민신문 11면 경제

부산시, 음주문화 개선 ‘팔 걷어’
부산시 음주
“제2의 윤창호 사건 막자” 음주문화 개선 나선 부산
문화 개선
부산시, 음주문화 개선나서

부산일보 09면 사회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반드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부산일보 02면 종합

거가대교

11/23

한겨레 04면 기획

“68년간 지속된 전쟁 끝내는 게 역사 순리이자 시대 상식”
부산시 조직 환경정책실·물정책국 신설 성장전략본부 ‘먹거리 창출’
개편
부산시 2차 조직개편… 혁신성장·삶의 질 ‘방점’

부산
수질연구

출처

서울경제 33B면 전국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 봇물

경남매일 04면 사회

기장군

기장읍성 남문 정비사업 시비 12억 편성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래구

‘팽나무 하우스’서 쉬었다 가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하구

사하구 동장 또 음주운전… “일벌백계를”

부산일보 09면 사회

“녹지세 내더라도 부산 공원 지키자”

부산일보 10면 사회

재정 열악한데 제 밥그릇만 챙기는 기초의원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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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부산시 최고상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LA·헬싱키 항공노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취항

국제신문 05면 종합

산복도로 첫 재개발 아파트 도시계획위 3차 심의도 보류

국제신문 12면 경제

靑 청원까지 올라간 강변대로 불법주차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기 혐의’ 조은D&C 대표 체포영장 신청 초읽기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적극 지원”

국제신문 22면 인물

‘음주운전 엄벌’… 지자체도 팔 걷었다

세계일보 10A면 전국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신용카드도 가능

부산일보 16면 경제

한국남부발전, 부산고용대상 선정

부산일보 02면 종합

중소 조선소· 기자재업체 일감 확보에 ‘무게’

부산일보 06면 종합

유람선 불허에 묶인 깡깡이마을 도시재생

부산일보 02면 종합

조선기자재 상담회 25개국 바이어 참가 성황

국제신문 11면 경제

700척 배 건조 예정인 러와 협력 확대

국제신문 13면 농수축산

“규제 혁신으로 해양수도 육성을”

국제신문 13면 농수축산

부산항 올 안전사고 4명 사망… 대책 손놓은 당국

국제신문 13면 농수축산

해양수산산업 활성화 부·울·경 해수부 합심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전재수 vs 김세연 불붙은 개혁 대결

부산일보 05면 정치

靑 PK 인사 대폭 축소… “지역 여론 창구 줄자 지지율 급락”

부산일보 04면 정치

‘YS 정신 계승’ 놓고 부산 여야 정치인 신경전

부산일보 05면 정치

PK 민심 요동… 차기 총선 레이스 이제부터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정치권 여성 목소리 커진다… “지역정가에 새 활력”

국제신문 04면 종합

해양수도 부산-한국수도 서울, 상생발전 ‘맞손’

동아일보 18D면 부산

서울-부산 협력 상생·평화 견인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이번엔 PK…보폭 넓히는 朴 ‘자기정치’

서울경제 29면 사회

‘한국뚱뚱·부산언니’ 지역 관광 얼굴이 돼 줘요~

부산일보 19면 교통

“모바일로 ‘부산광역투어패스’ 사고 알짜 관광하자!”

부산일보 19면 교통

오페라 매력속으로

국제신문 17면 문화

박재혁 의사 생가 복원 또 암초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김해·양산, 낙동강 뱃길 복원 나서

국민일보 12B면 사회

급조·중복으로 덧칠된 비엔날레, 손질이 필요한 때

한겨레 17면 문화

전국 1000 작년 매출 순위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고작 38곳
대 기업 공개 1000대 기업 중 부산 IT기업 0곳, 4차 혁명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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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일보 03면 기업
부산일보 03면 기업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국제
영화제

제로페이
도입

보도내용

출처

‘1000대 기업’ 부산 1곳 줄고 질도 후퇴

국제신문 12면 경제

‘매출 1000대 기업’ 중 부산은 38곳뿐

매일경제 32A면 영남

부산 기업 38개社 중 28곳, 매출 순위 떨어졌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BIFF 체불임금, 긴급 예산 편성 해결하겠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BIFF가 체불한 청년 임금 부산시가 예산으로 ‘땜질’

국제신문 01면 종합

3억 체임 논란 BIFF, 결국 부산시가 긴급 지원하기로

중앙일보 18면 사회

BIFF 체불임금 해결 예산 편성

파이낸셜 26면 부산

정부 ‘제로페이’ 사업, 자갈치시장에 도입한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첫 ‘제로페이’ 자갈치·시청상권에 도입

국제신문 11면 경제

자갈치시장에도 ‘제로페이’ 소상공인 수수료부담 던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매출 8억이하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0%’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동북아 해양수도 꿈 “항만·철도·공항 3축 구축이 관건”
한겨레-부산
“김해공항 활주로 1개 증설 아닌 ‘허브공항’ 조성을”
심포지엄
부산 대학생들 “통일 인식에 긍정적 변화”

한겨레 06면 기획
한겨레 06면 기획
한겨레 06면 기획

동남권
신공항

국토부 신공항 말 변경 김해시민을 뭐로 보나

경남매일 01면 종합

금정구

밟히고 썩고 무너지고… 멍들어가는 금정산성

부산일보 09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가로등에 QR코드 촬영 땐 ‘고장 신고’ 접수

부산일보 10면 사회

“금융감독원 부산으로 이전을”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거돈 ‘공공기관 부산 이전’ 승부수, 아직 갈 길 멀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김정은 위원장 답방지는 부산!”

부산일보 06면 종합

2025 등록엑스포 日 오사카서… 5년 뒤 부산 유치 ‘먹구름’

부산일보 02면 종합

오사카 2025엑스포 개최…2030년 부산유치 ‘빨간불’

국제신문 02A면 종합

11/26

일본 정치권 잇단 망언 세례에 건립특위 “강제징용 노동자상
부산일보 09면 사회
세울 것”
부산 시정

폭행 무방비 택시기사 대책 ‘헛발’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시 “공사·공단 기관장 평가에 ‘성비 균형’ 항목화 검토”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의회 행정감사 ‘절반의 성공’… “전문성 더 키워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연구특구 정부·시 통합지원체계 아쉬워”

국제신문 05면 종합

버스·택시업계 돈으로 노조 길들여 왔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지역 생활폐기물의 30% 처리… 민간자원재생업체 선두

동아일보 18C면 영남

퇴직 공무원들이 어르신 일자리 파트너로

한국일보 14면 전국

오늘 부산시 ‘엄마 아빠 행복육아스쿨’

서울경제 33B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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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오페라
하우스
건축 재개

356

보도내용

출처

“부산김해경전철 무인역사로 설계됐다”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 신발산업 부흥 “함 달려 보입시더!”

부산일보 02면 종합

‘늘어난 취업자 90%가 부산’ 고용시장 청신호?

부산일보 17면 경제

“북한 항만물류 인프라개발에 8조 필요”

부산일보 19면 경제

울산 13조 빠지고 서울 40조 늘고… 지방서 번 돈 ‘서울행’

부산일보 16면 경제

지방서 번 돈 수도권으로 샌다… 유출액 울산·경남 3·4위

국제신문 12면 경제

미분양 쌓이고 주택거래량 ‘뚝’ 부산시, 청약조정지역 해제
부산일보 17면 경제
촉구
인도 기업인 2세들 부산 찾은 까닭은

국제신문 12면 경제

북항은 철도·항만 상생모델로… 고현항은 해양관광 신도시로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두를 금융지구로 바꾼 캐너리 워프 등 벤치마킹”

국제신문 16면 경제

김해공항 ‘환승관광’ 금지 잠재적 관광객 발 묶는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자갈치시장 ‘제로페이’ 도입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여야, 강자 없는 ‘부산 원도심’ 쟁탈전 돌입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솥밥 먹던 그들은 왜 갈라졌을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해양산업 살릴 ‘해양모태펀드’ 좌초 위기

부산일보 01면 종합

“펀드 무산 땐 지역 해양기업 ‘좌절’로 직결”

부산일보 03면 종합

유기준·유재중 한국당 원내대표 출마

국제신문 04면 종합

조국 수석, 활발해진 페이스북 정치 왜?

국제신문 04면 종합

‘또다른 與잠룡’ 박원순·김경수는 손잡고 민생행보

국제신문 10면 정치

“당의 목소리 국민에 전달 못해… 메신저 바꿔야”

아주경제 06면 정치

市, 국비확보 막판 총력전

파이낸셜 01면 종합

폐산업시설, 다시 숨쉬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고립과 파괴의 틈… 산복도로, 예술이 되다

국제신문 18면 문화

민예총 “부산시, 내년 문화예술 예산 재수립하라”

국제신문 19면 문화

북항 오페라하우스, 돌고 돌아 ‘공사 재개’

부산일보 01면 종합

‘일단 짓고 보자’ 갈등 불씨 여전

부산일보 03면 종합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 재개

국제신문 01면 종합

BPA ‘공사비 3분의 1’ 부담 결정… 市, 10년 난제 ‘숨통’

국제신문 03면 종합

운영위 구성·콘텐츠·재원 조달 등 구체적 논의 절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북항 오페라하우스 공사재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재개한다

매일경제 28면 전국

북항 오페라하우스 드디어 짓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청약
조정지역
해제 요청
동남권
신공항
중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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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출처

부동산 얼어붙은 부산 “규제 풀어달라”

조선일보 B03면 경제

거래·가격·청약 트리플 침체 부산시, 조정지역 해제 요청

국제신문 26면 부산

부산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청약조정지역 해제해달라”

아주경제 16면 부동산

김해 신공항 소음 피해 알리기나서

경남일보 05면 사회

무허가 점포에 혈세 수억 들여 새 단장해준 중구

국제신문 06A면 사회

해운대 주민 1000여 명 “옛 해운대역 상업개발 절대 안 돼”

국제신문 06면 사회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철회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민선 7기 부산시, 첫 외자유치 성공

부산일보 06면 종합

북항 리조트 유치 실마리 ‘선상 카지노’로 푼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정부 라돈 TF팀, 부산 ‘라돈 아파트’ 재조사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성폭력·가정폭력 더 이상 안 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 0원

부산일보 01면 종합

통신구 현황조차 먹통, 부산도 ‘통신재난’ 무방비

부산일보 02면 종합

“누리과정 비용 6년째 동결… 정부정책 엇박자 개선돼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외면받는 택시 격벽, 결국 설치 중단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항, 툭하면 터지는 안전사고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 오페라하우스·BRT 공사 재추진

국민일보 12B면 사회

“공직자 청렴은 양복 대신 청색 작업복 입고 일해요”

동아일보 18면 사회

“가성비 좋고 친환경적” … 지자체들 1호 트램 유치전 치열

중앙일보 18A면 종합

‘We Busan 포럼’ 오늘 부산롯데호텔서

서울경제 33A면 전국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 시민과 함께 운영한다

파이낸셜 24면 부산

건강한 낙동강 ‘우리가 지킨다’

경남매일 02면 종합

전시+회의+경진대회… 올 부산 마이스 트렌드는 ‘융합’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화장품 제조·연구 활성화를” 업계 ‘조례 제정 촉구’
부산일보 17면 경제
한목소리

부산 경제

“김해 면세점 새 운영사 ‘듀프리’ 안 돼”

부산일보 06면 종합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 즉각 철회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운임 현실화 놓고 부산항 ‘일촉즉발’

국제신문 01면 종합

“김해공항 중소면세점 운영, 외국 대기업 선정 땐 소송불사”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업체 공정 선정하라”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한국해운 블록체인 활용해 재도약 나서야”

국제신문 24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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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낡은 항만, 해양관광단지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살린다

중앙일보 M04면 라이프

해양모태펀드 위기, 지역 정치권 “해결 노력” 한목소리

부산일보 03면 종합

총선 출마 역량 시험대 오른 ‘文정부 부산맨’들

부산일보 05면 정치

‘서병수 움직이나’ 지역 정가 촉각

부산일보 01면 종합

서병수 전 시장이 움직인다… 정치활동 재개 촉각

국제신문 05면 종합

“의원들 표심 잡아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본격화

부산일보 05면 정치

기세등등 민주당 PK에선 글쎄…

부산일보 05면 정치

‘3차례 무산’ 공동어시장 대표 연내 선출 사실상 물 건너갔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민주 시당, 부산유치 힘 보탠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12월 온천서 힐링을 동래·해운대 오세요

서울경제 33B면 전국

“경치관광 의존한 부산, 이젠 체험관광 주력”

한국경제 28A면 지역

남해안 광역경제벨트 추진 ‘순항’

경남매일 01면 종합

“시민참여 통해 비인기 스포츠 활성화 꾀할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세계 1위 금속혼합분말 스웨덴 기업, 부산에 아·태 기지
국제신문 01면 종합
스웨덴 기업 만든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진출 스웨덴 기업 부산 투자 4배 늘린다
스웨덴 기업, 부산에 500억 추가 투자
IS동서 불우이웃돕기 3억원
IS동서 이웃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 부산시에 3억원
돕기 성금
권혁운 회장, 부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3억 전달

매일경제 36면 인물
머니투데이 25면 인물
한국경제 32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김해시 “신공항 활주로 ‘정부 조정안’ 수용못해”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금정구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전환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형태가 적합

부산일보 08면 종합

기장군

“부군수 임명 왜 못 하나…” 피켓 든 기장군수

세계일보 12면 전국

동래구

새로 깐 도로 넉 달 만에 뒤엎은 동래구의 ‘삽질’

국제신문 06면 사회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구청 만들 터”

한국일보 14B면 영남

연제구 스크린 흡연시설 시범 운영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연제구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공기정화식물로 꾸민 ‘녹색학교’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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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01면 종합

“사회서비스원 예산 확보할 것”

부산일보 01면 종합

1부두 매립비 아껴, 가라앉던 오페라하우스 ‘수면 위로’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해야”

부산일보 05면 정치

노조 간부 ‘웃돈’ 관행 “택시는 되고 버스는 안 돼”

부산일보 06면 종합

금샘로 용역 지체 공사 재개 하세월

부산일보 09면 사회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전국서 꼴찌”

부산일보 03A면 종합

미세먼지, 서부산권이 더 심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수돗물 수질검사 더 깐깐해진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아버님들 육아는 처음이시죠

국제신문 18면 노동

한국당 소속 수영·서구청장 “고교 무상급식 동참 못하겠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고2 “우리만 왜 무상급식·교복 없나요”

국제신문 07면 사회

사설 어린이집 예고없이 잇단 휴·폐원… 학부모 ‘멘붕’

국제신문 06면 사회

노조간부에 웃돈 준 버스업체 약식 기소

국제신문 08면 사회

도시재생·주거복지 선도… 5조9000억 원 투자 고용창출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 학교부적응 학생 8％만 대안교육

국민일보 12B면 사회

부산국토청·낙동강환경청, 낙동강 관리 ‘맞손’

경남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제1회 ‘낙동강하구 포럼’ 29일 개최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아이에스동서, 불우·소외계층 성금 3억 원

부산일보 24면 인물

아이에스동서, 불우·소외계층 성금 3억 원

국제신문 25면 인물

‘업무 효율↑’ BPA 부서 절반 통폐합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면세점’ 김해공항 최종후보서 탈락… “법으로 끝까지
부산일보 02면 종합
따지겠다”

부산 경제

부산 정치

김해공항 면세점 결국 지역업체 외면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은단조 서경원 대표 등 부산산업대상

국제신문 12면 경제

‘1억弗 수출 탑’ 동은단조 경영대상

한국경제 30A면 지역

공사 어렵고 돈 안 남아… 에코델타 시공사 찾기가 별따기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시, ‘에너지효율대상’ 국무총리 표창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시, 한국에너지효율대상 국무총리표창

파이낸셜 30면 인물

쇼핑몰 입점 70%가 中企·자영업…”일요일 쉬면 이익 반토막”

매일경제 04면 유통

부산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전직무교육 도입

서울경제 29B면 전국

대통령이 ‘판도라’ 때문에 탈원전?

부산일보 04면 정치

①정면 돌파 ②후일 도모 ③사태 관망 ④중도 포기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PK 지지율’ 30% 넘었지만…

부산일보 05A면 정치

뒷북·편중… 부울경 지자체, 예산 확보 전략 ‘헛발질’

부산일보 05면 정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리당략…”찬성” 부산의원 절반 안 돼

국제신문 03면 종합

한국당 원외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 예고… 홍준표계 타깃

국제신문 04면 종합

경부울 지방분권단체, 공동 결의대회

경남도민일보 03면 정치

“지방분권 입법 빨리하라”

경남신문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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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보도내용
광복로·구남로, 내달 1일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민트리문화축제’ 내달 1일 팡파르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광복로서 크리스마스 즐겨볼까”

서울경제 29B면 전국

금지법 있으나 마나… 폭죽에 얼룩진 해변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미술대전 내일 현대미술관서 개막

국제신문 19면 문화

폐산업시설문화공간 국제교류전

국제신문 07면 사회

다큐멘터리 힘 여전했다… 대상에 문창현 감독 ‘기프실’

국제신문 19면 문화

‘100인의 부산 아빠단’ 사진전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인디카 레이싱 최적지… 국내 열기 지펴주길”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시-구·군 ‘부산형 분권’ 시동

부산일보 01면 종합

“예산 편성단계부터 시와 개별 구·군 사전 협의”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형 분권 “정부, 지방분권 즉각 실천하라”

거가대교
기장군
중구

11/29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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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신문 05면 종합

자치구 중심 ‘부산형 분권모델’ 시동 걸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시장-구청장 정책 공유의 장 신설

파이낸셜 26면 부산

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대책위 본격 활동

경남도민일보 03면 정치

무전취식에 알바생 투자 피해도… 조은D&C 의혹 점입가경

부산일보 10면 사회

“새로운 변화로 구민이 행복한 중구 만들 터”

한국일보 12C면 부산

아이 안 낳는 부산 합계출산율 0.85명

부산일보 01면

부산시민공원 ‘초고층 난개발’ 심의 또 제동

부산일보 02면

시민공원 옆 ‘초고층 재개발’ 심의 또 퇴짜 맞았다

국제신문 12면

부산시·공공기관 ‘지역경제 난제’ 함께 푼다

부산일보 06면

부산시·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사업추진합니다”

국제신문 12면

“라돈 대리석 전면 교체를”

부산일보 06면

부산 자연재해 생방송…市, 교통방송과 협약

부산일보 10면

산복도로 모노레일 2년여간 고장만 10번

국제신문 07면

부산시, 일반가정 단기 위탁제도 도입

국제신문 08면

“김해공항에도 장거리 국제노선 신설”

부산일보 05면

일자리 만들고 경제 돕는 ‘부산형 착한 기업’ 선정식

부산일보 16면

“공장 관리 똑똑하게” 스마트공장사업 성과 ‘톡톡’

부산일보 16면

성장한계 전망 깬 부산항 컨 물동량

국제신문 01면

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단 차상호·김경지 등 13명 확정

부산일보 05면

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단 13명 인선

국제신문 05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건

보도내용
“부산 시민의 30년 ‘맑은 물’ 갈증 해소시키겠다”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부산시당, 생활밀착 정치토론으로 민심 잡는다

국제신문 04면

부산 근대 미술 선구자 ‘김종식’ 재조명

부산일보 23면

“문학아 놀자” 부울경 곳곳 ‘문학난장’

부산일보 23면

떠오르는 현대 조각작가 ‘5인 5색’ 작품을 한자리서 본다

국제신문 21면

‘훈남 4인방’의 크로스오버

국제신문 21면

손병태 연극협회 부산지회장 연임

국제신문 21면

‘문학나눔콘서트’ 부울경 순회 개최

국제신문 21면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대량 누출

부산일보 09면

사상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 근로자 4명 의식불명

국제신문 06면

허술한 폐수 관리가 부른 인재

국제신문 06면

유독 물질 확산 막아라 … 전쟁터 같은 수습 현장

국제신문 06면

김해 신공항 “김해 신공항 소음·안전 문제 시민과 공유”
부마항쟁
강서구
남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11/30

부산 시정

출처

부산일보 12면

“6월항쟁 벽화 하루빨리 복원하라”

국제신문 08면

부산 첫 공립 대안학교 ‘송정중학교’ 문 연다

국제신문 01면

남구의회 김현미 의원 징계 하긴 하나

국제신문 08면

부산진구 용역 근로자 정년 연장

국제신문 08면

해운대 공사장서 ‘포탄’ 발견…인부·인근 주민들 대피 소동

부산일보 10면

해운대 주택공사 현장서 함포탄 발견

국제신문 08면

부산시·구청, 청약조정지역 해제 ‘올인’

부산일보 06면 종합

엘시티·제2센텀… 부산 대표 개발사업 시의회 ‘특위’ 가동

부산일보 01면 종합

“초미세먼지 주범, 선박 연료 기준 강화”

부산일보 10면 사회

대도시광역교통위 내년 3월 설립

부산일보 12면 지역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백지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환경부 “2층식 복원, 생태하천 아니다”… 국비 지원 무산

부산일보 03면 종합

혁신인가?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인가?

부산일보 03면 종합

사고 현장 대응 미숙… 컨트롤타워 없는 명백한 ‘인재’

부산일보 09면 사회

“고령층 가정 ‘가스 타이머 콕’ 보급 앞장”

부산일보 31면 인물

시민 3000명이 공감하면 시장이 답한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도심 철도시설 이전·재배치 탄력 받을 듯

국제신문 04면 종합

고시원·취약주거시설 화재 안전조사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15개 구·군 “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삭감 일단 수용”

국제신문 08면 사회

361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362

보도내용

출처

강당없는 학교, 내년에도 미세먼지 속 체육수업 할 판

국제신문 06면 사회

새마을문고 보조금도 옆으로 샌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서구·사하구 제2 대티터널 두고 신경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수장 공백사태 장기화되나

국제신문 07면 사회

“8대 부산시의회 첫 예산 심사, 공정한 규정 만들 것”

국제신문 23면 인물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 많은데 … 따라 만드는 지자체들

중앙일보 10면 사회

청와대엔 ‘국민청원’, 부산엔 ‘와글와글’

한국일보 14C면 부산

뭉치는 부산 “조선학교를 살리자”

한겨레 13A면 전국

시민청원처 ‘OK 1번가’ 문 활짝

파이낸셜 26면 부산

부산시 시민청원제도 ‘OK 1번가’ 시즌 2 개설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을 파워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항 ‘컨’ 물동량 사상 최고치 눈앞

부산일보 19면 경제

북극권 국가·기업·연구자, 내달 한국 집결

부산일보 19면 경제

연말 상장 앞둔 에어부산, 잇단 악재에 ‘울상’

부산일보 17면 경제

내달 상장 앞둔 에어부산 고공비행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 주택 인허가 반토막 준공실적은 크게 늘어나

부산일보 17면 경제

“여성기업인 창업·성장 토대 마련할 것”

부산일보 30면 인물

수소선박 개발 부산이 주도… 420억 국비 투입

국제신문 16면 경제

내년 엔텍 덩치 키우고 전문 세미나 확대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경단녀 1년새 1만1000명 늘었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시 지원 끊기자 찬바람 부는 국제시장 청년몰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후쿠오카, 동남아 관광객 공동 유치 맞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김해空 면세점 선정 이의 있습니다”

매일경제 28A면 영남

부산 이전 요구에 난감한 금감원

서울경제 10면 금융

부산 중기, 해외 전시회서 ‘훨훨’

파이낸셜 26면 부산

올해 부산항 물동량 ‘사상 최대’

한국경제 30A면 지역

반쪽짜리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산일보 04면 정치

김병준 ‘인적 쇄신 칼’, 부산 의원들 향할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때 이른 표밭갈이에… 뿔난 한국당 PK 당원들

부산일보 05면 정치

文 부울경 지지도 30%대로 첫 추락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영춘, 오페라하우스 공사 재개 숨은 키맨

부산일보 04면 종합

“당권 잡은 뒤 대권가도로”… 보수 잠룡들이 움직인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PK 지지도 한국당 36%>민주당 27%… 오차범위 밖 역전

출처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아 치밀고 울고싶다, 경기 나빠서”… 부울경 대통령 지지
조선일보 08면 정치
급락
뚝뚝 떨어지는 집값도 민심 이탈 부추겨

조선일보 08면 정치

TK만큼 떨어진 PK 지지율 … 긴장하는 민주당

중앙일보 03면 정치

원도심 부흥 이끈 ‘트리축제’ 1000만 시대 연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이번 주말, 부산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오세요!

국민일보 14B면 사회

“전면 재검토” vs “적극 환영” 부산 문화계 또 찬반 논란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독립영화제 대상, 6년 공들인 다큐 알아주신 것 같다”

국제신문 20면 문화

부산 유일 빙상실업팀 연말 해체… 지역선수 실종 위기

국제신문 02면 종합

후배에 지도 맡기고 선수단 관리 태만… ‘부산판 전명규’

국제신문 22면 스포츠

부울경 신공항 검증단, 자료 제출 놓고 국토부와 마찰

부산일보 08면 종합

김해 신공항 검증 ‘난관봉착’

경남매일 01면 종합

“국토부 비협조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지연”

경남신문 03면 종합

부산항 운수협 “환적화물 운송 1일부터 중단”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항 환적화물 내일부터 수송 거부”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항운수조합 환적화물 수송포기 선언

매일경제 28A면 영남

사상, 유독가스 누출 안전 사각지대

국제신문 01면 종합

“유독가스 사고, 대기업 규정위반 탓”

국제신문 06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직위공모제 지원자 ‘0명’

국제신문 08A면 사회

영도구

“’예산 세일즈맨’의 마음으로 직접 뛰어 다녀요”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문화

부산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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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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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해운대구

364

보도내용

출처

국비 막차 타나… 눈 쏠리는 ‘경부선 지하화’

부산일보 01면

수산업 살리기 의지 있나… 부산시 지원 예산 줄줄이 삭감

부산일보 06면

조명래 장관 부산 수자공 방문

부산일보 08면

이것이 부산 최고의 학교 밥상!

부산일보 10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부산이 가장 활발

부산일보 18면

부산의료원 승진시험, 시 감사서 “문제 있다”

국제신문 01면

91대 중 23대 도급 부산택시회사 적발

국제신문 07면

김해공항에도 감염병 전자검역 도입

국제신문 10면

휴어제·어선감척, 부산시 외면에 무산 위기

국제신문 16면

해양모태펀드 부활, 200억 정부원안 유지

부산일보 03면

‘L-CAMP’가 키워 줄게, ‘스타트업’ 부산 모여라!

부산일보 06면

부산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롯데가 총대 멘다

국제신문 13면

부산·울산 주력산업 경기전망 ‘악화’

부산일보 17면

업체↓ 종사자↓ 영업이익↓ 부산 항만연관산업 침체 일로

부산일보 19면

부산항 선용품, 내년 하반기엔 인터넷으로 산다

부산일보 19면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불공정 논란 확산

국제신문 12면

“부산항 환적 물량 늘어도 실속 없다”

국제신문 16면

조국 경질론 확산… 靑 ‘PK맨’들 긴장

부산일보 05면

대통령·與 PK지지율 ‘흔들’… 여야 ‘부산민심 쟁탈전’ 점화

국제신문 04면

“부산항 강제징용 대학살 1000명 유해 발굴해야”

부산일보 10면

부산의 겨울, 빛을 발하다…부산 트리축제 개막

부산일보 23면

“전문·다양성 실종”… 부산 문화예술기관 이사회 구성 ‘뒷말’

국제신문 02면

대폭 삭감된 부산시 문화예산 증액될까

국제신문 05면

관객을 위한, 관객에 의한… 네 번째 열리는 ‘관객영화제’

국제신문 18면

구설 감독 앉히고 관리도 대충… 시체육회가 부실 키워

국제신문 20면

강서구 아파트 ‘라돈 대리석’ 전면 교체된다

부산일보 05면

동구의회 “보건소 동거 불편” 텃세 논란

국제신문 08면

부산진구 의회 ‘불편한 동거’

부산일보 09면

“해양 빅데이터센터를 영도에” 한국해양대 부산유치 나섰다

국제신문 16면

옛 해운대역 상업개발 결국 밀어붙이나

국제신문 1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12/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세금 먹는’ 백양·수정산터널 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강수

부산일보 01면

“수정산·백양터널 손실보전 예산 전액 삭감”

국제신문 01면

“韓 전우 찾아달라” 네덜란드 노병 소원 이뤄준 부산 초등학생

부산일보 02면

수액이 수상하다?…지난달 부산서만 투약 직후 2명 숨져

부산일보 02면

부산지하철노사 극적 타결하나

부산일보 09면

부산 택시 후불카드 환승 할인 ‘급제동’

부산일보 10면

국민건강지수 울산 1위·부산 꼴찌… “의료 비효율성 증가”

국제신문 03면

부산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1.9년… 전국서 가장 짧아

국제신문 03면

부산시민공원 내 시설물, 이제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국제신문 06면

부산도 본격 ‘생활임금 시대’ 열린다

국제신문 08면

최우수 치안성과 부산경찰 2년 연속 경무관 배출하나

국제신문 08면

부산도시철도 노사 임협 평행선… 막판 협상은 지속

국제신문 09면

부산해경 긴급 방제 시스템, 기름유출 대형사고 막는다

국제신문 09A면

신발 브랜드 데상트·휠라 R&D ‘부산행’

부산일보 01면

서버 다운, 부산 곳곳 카드결제 마비

부산일보 02면

광주·대전 등 광역시 다 오르는데… 부산·울산 집값만 ‘끝 모를
부산일보 17면
하락’
“K뷰티 주도할 부산 문화공간 조성해야”

부산일보 17면

부산, 대량 분양 지연·미분양사태 오나

부산일보 17면

부산 생활형 SOC 활성화 민간투자포럼 세미나

부산일보 17면

톡톡 튄 청년 아이디어 덕에 쑥쑥 뛴 부산 상공인들 매출

국제신문 11면

여야 중앙당 지도부 PK 민심엔 ‘무신경’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PK 지지율, 민주당 역전 고착 될까

부산일보 05면

베트남 첫 여성 국회의장 부산 온다

부산일보 05면

베트남 국회의장 오늘 부산 방문… 우호증진 탄력

국제신문 02면

부산 여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법론 온도 차

부산일보 05면

“與 대항마 찾아라”… 한국당, 부산 3곳 새 위원장 인선 착수

국제신문 05면

‘2023년 전국체육대회’ 부산시, 유치위 출범식

부산일보 19면

김해 신공항 김해신공항 자료 제출 두고, 부울경 검증단-국토부 충돌
기장군
동구
부산진구
사상구

출처

부산일보 04면

쇼핑몰만 러시… 이러다 ‘동부산쇼핑단지’ 될라

국제신문 11면

동구의회 조례안 부결 두고 여야 ‘시끌’

부산일보 09면

부산진구청, 부전도서관 민간 계약 해지 지급금 어쩌나

부산일보 08면

황화수소 누출 중상자 1명, 사고 발생 5일 만에 숨져

부산일보 09면

365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연제구
해운대구

12/5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사상 황화수소 누출 근로자 1명 결국 숨져

국제신문 06면

민간주차장 압박에 동해선 거제역 주차료 ‘껑충’

국제신문 09면

‘흉물’로 전락한 해운대 ‘해양레저 계류장’

부산일보 09면

“역사자원 107개 금정산, 국립공원 당연”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라지는 ‘가을 악취’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아시아드CC 새 대표에 황규태 씨

부산일보 02면 종합

아시아드CC 신임대표에 황규태 씨

국제신문 02면 종합

시비 횡령자에 또 시비 주겠다는 부산시

부산일보 02면 종합

피폭선량 5년치 자료도 누락, 커지는 불신의 쓰나미

부산일보 03면 사회

청년이 원하는 ‘진짜’ 청년정책을 듣다

국제신문 18면 노동

부산시민 80% 1년간 기부 ‘0’

국제신문 18면 노동

섣불리 사용했던 ‘랜드마크’…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국제신문 20면 기획

부산시,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시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경남도민신문 08면 사
회

나눔 깊어가는 겨울

파이낸셜 01면 종합

‘위워크’ 부산 상륙… 창업 ‘봄바람’ 불까

부산일보 08면 종합

UAE 플랜트 시장 부산 기업들 ‘노크’

부산일보 17면 기업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하라”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장바구니 물가 석 달째 ‘고공 행진’

부산일보 06A면 종합

‘2018 부산에너지포럼’ 오늘 해운대서 개최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온라인 사전접수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레미콘업계, 바닷모래·시멘트값 급등 이중고 호소

국제신문 12면 경제

성장·일자리 두마리 토끼 잡으며 ‘포용 경영’의 주인공들은
조선일보 C01면 기업
순항

부산 정치

366

직원 가족에게 종합검진 제공… 실버 일자리 지원에도 앞장

조선일보 C04면 기업

부산 ‘대학생 서포터즈’ 덕에 소상공인 매출 3배 올랐어요

서울경제 30B면 전국

휠라·데상트 R&D 센터 잇따라 ‘부산行’

한국경제 28A면 지역

‘밥값’ 못한 부산 의원들 ‘반값’ 겨우 턱걸이 했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국회의원 의정 성적 100점 만점에 겨우 51점

국제신문 01면 종합

유재중,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

부산일보 05면 정치

총선 ‘룰의 전쟁’ 총성 이미 울렸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문화

보도내용
중앙부처, 삭감 대상 사업 예산 확보 위해 ‘얌체짓’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성장동력 예산 기재부가 제동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비 확보 성적표, 오거돈 시정 시험대·총선 민심 좌표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예산 ‘키맨’은 장제원

부산일보 03면 종합

2018 부산국제아트페어 개막

부산일보 20면 문화

“내년 스무 살 부산록페, 과감한 혁신 필요”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영화체험관 공짜손님 늘어 수익악화 호소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 최적 조건 갖춰”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은 엑스포 최적지… 北도 참가할 것”
부산
엑스포 추진 정부 엑스포 추진단 내년 발족… 부산 힘 실어준다

부마
민주항쟁

출처

국제신문 13면 경제
국제신문 13면 경제

성윤모 “부산, 세계 등록엑스포 최적 조건”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국가기념일 지정을”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부산·경남 여야 따로 없었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경남일보 02면 종합

경남·부산 국회의원 결의

경남신문 05면 사회

부산 방문한 베트남 국회의장

부산일보 01A면 종합

부산-베트남 부산·베트남 교류 확대 논의
교류
응우옌 베트남 국회의장, 부산 방문 경제협력 등 논의

국제신문 04면 종합
동아일보 20D면 부산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아주경제 01면 종합

“가덕 신공항 국가 인프라 측면서 추진돼야”

국제신문 24면 인물

국토부 이번에는 성의 있게 나올까

경남매일 02면 종합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오늘 국토부 면담

경남신문 03면 종합

라돈 아파트 차단, 건축자재 방사선 규제 만든다
라돈 아파트
‘라돈 아파트’ 공포에 건축자재 방사선 기준 만든다
사태
라돈 공포에…건축자재 방사선 규제 추진

부산일보 02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부산시
교육청

남구

서울경제 27면 건설

“부산교육청, 시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 사업 임의 처리”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시의회 동의절차 무시”

국제신문 04면 종합

市-교육청, 교육현안 해결 머리 맞댄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형제복지원 “31년간 쌓인 울분, 사과 한마디로 해결 안 돼”
강서구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일보 09면 사회

“명품도시 강서 완성하는데 최선 다할 터”

한국일보 12C면 부산

대연비치 아파트 재건축 전면 중단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연비치 재건축 또 암초에… 이번엔 법원이 중단 결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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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동구

보도내용
동구의회 눈칫밥 먹던 보건소 부족한 공간 다소 늘어 ‘숨통’

국제신문 06면 사회

사상구

사상구,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

부산일보 24면 인물

수영구

수영 스포츠타운 건설사 ‘토사 장사’ 의혹

부산일보 01A면 종합

‘질식 위기’ 부산,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광역시 최악’

부산일보 03면

부산시의원 3명 ‘의정대상’ 수상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의회 ‘예산 삭감’ 과녁 있었나

부산일보 08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반발… 부산지검, 상고키로

부산일보 10면

첫 삽 뜨기 힘든 부산 첫 노숙인지원센터

부산일보 10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부울경 개인 619명 포함

부산일보 15면

국세 고액·상습체납 404명 부산, 비수도권 최다 ‘오명’

국제신문 13면

부산시·창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국제신문 04면

부산시의회, 이상혁 스포원 이사장후보 13일 인사검증

국제신문 05면

노후관 터져 56도 온천수 콸콸… 부산도 발밑이 위험하다

국제신문 06면

“부산 부동산 꽁꽁…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달라”

부산일보 01면

“부산 부동산 초토화… 조정지역 풀어달라”

국제신문 01면

김해발 중장거리 노선 개설 중재·압박 나선 시·정치권

부산일보 06면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 ‘UP’… 결항 ‘DOWN’

부산일보 06면

부산 아동신발 브랜드 꼬맘슈, 굿디자인상 품었다

부산일보 16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캠코, 홍보 지원 적극 나서

부산일보 16면

부산청년 80% “일자리 없어서 지역 떠난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현안 국비 확보 막판까지 ‘조마조마’

부산일보 04면

‘무더기 공석’ 부산문화회관 ‘업무 마비’

부산일보 01면

부산문인협 ‘시민문예 강좌’ 최화수·옥태권 작가 재조명

부산일보 23면

12/6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아시아 문화도시 다큐 상영회 8일 영화의전당 소극장서
국제신문 21면
개최
예산유용·직무태만… 바람 잘 날 없는 부산 체육계

김해 신공항 김현미 장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연내 마무리”
고리1호기 과다 피폭, 원전 공동소송 새 국면으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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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신문 22면
부산일보 06면
부산일보 03면

고리원전 ‘균도네 소송’ 부산고법 항소심 선고 예정대로 12일
국제신문 08면
진행
오규석 기장군수 “야간군수실 혼자 하겠다”

국제신문 02면

수영구

‘수영 스포츠문화타운’ 추가 의혹 줄줄이

부산일보 01면

연제구

연제구, 사람 살리는 ‘사물인터넷’ 확대

부산일보 10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흘러간 시간 속 ‘깡깡이 마을’ 삶 담았죠”

부산일보 23면

느슨한 단속에 태종대 유람선사 불법 만연

국제신문 07면

해경 “영도 특공대훈련시설 실탄 훈련 안하겠다”

국제신문 07면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지원 조례 만들었다

국제신문 08A면

해운대구

해운대신시가지도 ‘온수관 사고’ 취약

부산일보 09면

부산 공무원 음주운전 2회 해임·3회 파면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땐 ‘파면’

국제신문 08면

“부산시가 사직 강요” 市 산하 기관장 인사 논란

부산일보 03면

부산시의회 예산안 심사 첫날 ‘후끈’

부산일보 05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사업’ 부산시의회, 예산 대폭 삭감

부산일보 08면

BISTEP(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 채용비리 ‘사실로’

부산일보 09면

화재 잇따라도… 부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손 저어’

부산일보 09면

국비 매칭 의료기기산업 육성·아송페 예산 전액 삭감

국제신문 05면

부산 신항 웅동 배후단지 화물차 공용 주차장 조성

국제신문 18면

부산경총 차기 회장에 박수관 와이씨텍 회장

부산일보 01면

부산경총, 차기 회장에 박수관 추대

국제신문 02면

부산 차부품업체 준비 ‘제로’… 친환경차 정책 ‘먼 산 불구경’

부산일보 08면

관심 높은 동부산 ‘트렌디스토어’ 잇단 유찰, 왜?

부산일보 17면

부산 건설현장, 전자카드로 출퇴근 체크

부산일보 17면

‘가을 축제의 힘’… 부산 외국인 관광객, 10월 25만4000명

부산일보 17면

친환경차 대세인데… 부산 부품업체 84% “관련기술 없다”

국제신문 12면

부산 건설현장 근로자도 ‘출퇴근 지문’ 찍는다

국제신문 12면

극지연구 30년, 부산서 북극항로 개척 머리 맞댄다

국제신문 18면

“반송·반여동, 국가 차원 주거환경 개선”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PK 현역 의원 ‘칼바람’… 10명? 극소수?

부산일보 05면

메이드 인 부산 밴드, 국내·외 휩쓸다

부산일보 26면

부산·중국·일본 문화교류 ‘동아시아 문화도시’ 폐막

국제신문 19면

영도구

12/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산 국공립유치원 ‘입학전쟁’ 숨통 트이나
부산 국공립
부산 공립유치원 51학급 증설 취원율 17%대로
유치원 증설
부산 공립 원아 겨우 1100명 더 수용…사립 의존 지속

부산일보 01면

김해 신공항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건설 어렵다”

부산일보 06면

형제복지원 전포역 안,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공간 생긴다

부산일보 02면

국제신문 01면
국제신문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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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동래구
부산진구

부산 첫 ‘바닥 신호등’ 동래구 설치 시범 운영

부산일보 10면

“부전천 복원 사업, 공론화 거쳐 다시 추진하라”

부산일보 09면

잦은 끼임 사고 ‘부전굴다리’, 부산진구청·철도시설공단 ‘동반
부산일보 10면
용역’ 추진
부산 북구, 근거도 없이 특정 단체에 사무실 무상 제공

국제신문 08면

서구

“서구청 무더기 수의계약은 특혜”

부산일보 09면

제2센텀시티 그린벨트 해제 13일 결판

부산일보 01면

해운대 반송·반여동 도시재생사업 가능해진다

국제신문 05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예고’

부산일보 01면

부산 ‘경부선 철로 지하화’ 국비 확보

부산일보 01면

부산 ‘서면·남포역’ 공기질 최악

부산일보 02면

부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올 들어 17.5% 감소

부산일보 06면

서·사하구, 청렴도 2년 연속 상위권

부산일보 09면

부산 내년 국비 신청액의 84% 6조2686억 확보

국제신문 01면

성추행 혐의 간부 벌금형… 부산관광공사 “엄중 처리”

국제신문 06면

‘시청 앞 행복주택’ 주민 반발 속 이달 착공

국제신문 12면

세계 유명호텔에도 쳐진 ‘부산 텐트’

부산일보 17면

세계 누빈 ‘친환경 신발’… 부산 기업 ‘금탑훈장’

부산일보 17면

대기업 적은 녹산산단 가동률 내리막

국제신문 01면

녹산산단 실적 또 뒷걸음… 고용 5.2%↓ 생산액 0.7%↓

국제신문 11면

르노삼성 ‘트위지’ 부산서 만든다

국제신문 11면

부산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세부담 상한 300→200%로 완화

국제신문 12면

자성대부두 차기 운영사 못 정해 대혼란

국제신문 16면

전재수 시당 위원장 “성과 못 내면 다시 심판 각오해야”

부산일보 05면

PK 지지율 역전당한 민주 “정신 차리자” 자성론

국제신문 05면

“갤러리 멀티 공간화 진행 중, 부산 화랑 변화해야”

부산일보 22면

‘클래식 황무지’ 부산 30년 가꿨던 이명아 대표 별세

국제신문 18면

‘균도네 소송’ 선고 앞두고 방사선 피폭 피해 공방 가열

국제신문 06면

윤창호 잊었나… 부산진구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국제신문 07면

사상구

사상 주방설비 공장서 ‘불’ 3억 8000만 원 재산 피해

부산일보 10면

사하구

부일외고 석면 해체 업체 ‘수상한’ 선정

부산일보 09면

해운대구

외유 연수 논란 해운대구의회 주민보고회 연다

국제신문 06면

부산 시정

국회도서관 부산분원, 시민도 책 빌릴 수 있게…

부산일보 02면 종합

12/1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기장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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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구

해운대구

12/11

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4년 표류’ 옛 부산외대 부지, 활용방안 나오나

부산일보 03면 종합

“휠체어 타 보니, 불법주정차 정말 위험하네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공무원 기술사 자격증 2개 획득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자원봉사 대상 김복임 씨

부산일보 25면 인물

시민 위한 ‘파크’에 ‘파킹’ 들이미는 부산시

부산일보 03면 종합

천마산터널 또 지연 ‘난장판’ 언제까지

부산일보 09면 사회

을숙도~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사업 국회 예산 ‘찔끔 증액’

부산일보 06면 종합

흐트러진 ‘해양’ 市 조직개편 논란

부산일보 06면 종합

흉기 난동자 태우고 버젓이 달린 도시철도

부산일보 10면 사회

“학생·시민 없다” 시교육청 예산 심사 거부될 뻔

부산일보 06면 종합

“김규식 선생 기념관 부산에 세우자”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민이 제안 남북교류 사업은 철도·항만연결

국제신문 05면 종합

“VR산업 이중 규제·수도요금 연대책임 없애주세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만덕3터널 공사서 나온 암석 시 건설본부, 빼돌려도 몰랐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위험화학물 취급장 관리 인력 태부족

국제신문 09면 사회

실종 치매노인 수사 협력체계 허술

국제신문 09A면 사회

대전선 자녀 셋이면 지하철 공짜 … 다자녀 혜택 몰라서
중앙일보 08면 사회
못썼네

부산 경제

부산 도심 확 바뀐다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마항쟁 진상조사 ‘탄력’

경남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도심 철도 지하로 달린다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에코델타시티 ‘로봇 테스트 장’ 된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남는 전력 한데 모아 싸게… ‘가상발전소’ 내년 부산 도입

부산일보 16면 경제

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 부산서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中 알리바바에 부산 식품·화장품 입점

부산일보 17면 경제

중국 최대 온라인몰 알리바바에 ‘부산관’ 생긴다

국제신문 11면 경제

벡스코 대표이사 공모 9명 지원

부산일보 17면 경제

벡스코 대표이사 공모 역대 최다 9명 지원

국제신문 12면 경제

산은·수은·무역보험公 이전지 부산이 최적

국제신문 01면 종합

지역 갈등·해당 기관 반발 ‘산 넘어 산’… 가이드라인 시급

국제신문 03면 종합

에코델타에 ‘로봇 테스트 베드’… 4차 산업 기지로 키운다

국제신문 11면 경제

“지역 리더 양성”… 부산상의 ‘글로벌경제인과정’ 성료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지역대표 창업기업 멤버십데이’

서울경제 33B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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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지방
인구감소
동남권
신공항
동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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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보도내용

출처

‘창업하기 좋은 부산’ 민관 머리 맞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경영 행보’ 넓히는 부산 기업인들

한국경제 28A면 지역

‘화난’ 지역 문화예술인 만나는 오 시장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구원투수’ 나선 장제원 의원

부산일보 05면 정치

전재수 의원, 수의사법 대표 발의

부산일보 05면 정치

김도읍 vs 노기태 이번엔 본격 ‘디스전’

부산일보 05면 정치

PK 국비 확보 너도나도 “내 덕”

국제신문 04면 종합

원내대표 친박이냐 비박이냐… PK 총선공천 메가톤급 변수

국제신문 05면 종합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부산 서·동구에 임정석 임명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내년 최대 국비 확보… 경부선 지하화 등 숙원사업 탄력

파이낸셜 02면 종합

로봇 팔 카메라 자유자재! 부산판 ‘그래비티’ 탄생 성큼

부산일보 20면 문화

철도·항만 문화·예술 먹을 거리

부산일보 02면 종합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갈등 오거돈 시장이 직접 수습 나서

국제신문 19면 문화

식당 유치·체류형 관광지되자 용두산공원 방문객 3배 급증

국제신문 02면 종합

“연고팀 우승으로 부산 농구사랑 다시 깨어나길”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마저… 광역시로 번진 인구감소

조선일보 01면 종합

부산 학생 수, 내년부터 인천에 역전당한다

조선일보 04면 기획

대구는 내년, 광주는 2년뒤… 광역시 인구 자연감소 ‘도미노’

조선일보 04면 기획

날고 싶어도 못 나는 김해發 항공편

부산일보 01면 종합

확장문제 이어… 김해공항 또 ‘뜨거운 감자’로

동아일보 18D면 부산

동구 이중섭 거리, 주민 공동체 공간된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마린시티 가스관 파손… 4500세대 불편

부산일보 10면 사회

마린시티서 도시가스관 파손 … 4500가구 난방 중단

국제신문 09면 사회

“저가 출혈경쟁 막자” 해운대구 호텔협의회 창립

국제신문 02면 종합

이른 출근길 1시간 30분간 멈춘 ‘시민의 발’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vs 경남도 ‘제2신항’ 예타 면제 신청 ‘충돌’

부산일보 06면

부산시 존경받는 공무원에 이범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산일보 09면

음주운전에 칼 빼든 부산검찰

부산일보 09면

관광 활성화 vs 주민 기본권, 주점~주택 ‘이격거리’ 줄다리기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일자리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전국 평가 1위

부산일보 16면

항만 재개발×철도 재배치×주택 재생… 북항·부산역
부산일보 18면
통합개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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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내년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부산시, 대규모 기념사업
국제신문 03면
펼친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첫차 1시간 36분 지연

국제신문 07면

부산 특성화고 33곳 중 18곳 정원 미달

국제신문 08면

어묵 스파게티·100m 롤김… ‘부산표 수산식품’ 세계 입맛
부산일보 18면
홀린다
부산 신혼부부 84% 평균 8700만 원 ‘빚더미서 출발’

국제신문 02면

부울경 집값 부담 3분기 연속 줄었다

국제신문 11면

부산 새 창업보육센터 ‘창업플러스’ 문 열어

국제신문 12면

6·13 지방선거 ‘쓴잔’든 PK 인사들 뭐하나?

부산일보 05면

지방선거 6개월 PK 정치권은 ‘동병상련’

부산일보 05면

이헌승 의원 ‘경부선 지하화’ 국비 제동 로비 왜?

국제신문 04면

민주당 부산시당 기초의원 의정지원센터 출범

국제신문 05면

부산예총 “부산시 예술인 지원 소홀히 한다”

부산일보 20면

아트몰링 부산점 내 갤러리 문 열어

국제신문 18면

소통하겠다더니 … 오 시장, 지역 예술인 간담회 비공개 논란

국제신문 18면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추진 서명 용지에 10·16 왜 없나”

부산일보 10면

‘균도네 소송’, 항소심 선고 연기

부산일보 01면

‘균도네 소송’ 분위기 반전… 법원, 변론재개 받아들여

국제신문 06면

부산 남구 ‘110억 트램 국비’ 유치 나섰다

부산일보 01면

남구보건소 이전 신축 일방적 백지화

국제신문 06면

동래구 의정참여단 “구의회, 의정감시 활동 제약”

부산일보 10면

덕천역사 시민 통행로 줄이고 상가 조성

국제신문 07면

수영구

부산 빌딩 지하 변전실서 인부 1명 작업 도중 감전사

부산일보 10면

영도구

영도 해녀문화전시관 첫삽 떴다

국제신문 08면

재산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기소

부산일보 09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윤종서 중구청장 기소

국제신문 07면

해운대구서 또 고독사

국제신문 07A면

부산도시철도 관제시스템 보완한다

부산일보 01면

부산교육청 부실한 예산안 논란 끝 ‘삭감 폭탄’까지

부산일보 05면

부산 법인 정신병원, 지적장애 환자에 무보수 병수발 의혹

부산일보 09면

천마산터널 개통, 해 넘긴다

부산일보 10면

부산 정신질환자들, 발병 2년 뒤에야 병원 찾아

부산일보 10면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부마항쟁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북구

중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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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택시업계 2000명, 20일 상경투쟁

부산일보 10면

부산 택시업계도 ‘카풀앱 반대’ 총력투쟁 동참 예고

국제신문 08면

부산시청 로비, ‘꿈+도서관’ 변신

부산일보 10면

시청사 내에도 공공도서관 조성 ‘책도시 부산’으로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한·아세안 회의 유치’ 의지 있나

부산일보 16면

부산시 내년 예산 11조6661억 원 확정

국제신문 01면

정치인 자주 쓰는 키워드는… 오거돈 “안전·협력”

국제신문 02면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동아시아 철도구상 첫발

국제신문 02면

부산 5대 강력범죄 인구대비 최고 수준

국제신문 07면

오 시장 “교통공사, 시민안전 강화하라”

국제신문 08면

부산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 3648명

국제신문 08면

구·군의회도 남북협력사업 잰걸음

국제신문 08면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류단지 2022년 완공 부산 수산업
부산일보 02면
‘기회의 땅’ 열리나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11월 취업자 크게 늘었다는데… 부산은 겨우 7000명만 증가

부산일보 15면

이케아 동부산점 ‘첫 삽’

부산일보 16면

공공일자리 덕에 … 부산 취업자 수 늘고, 실업률 깜짝 하락

국제신문 03면

부산 첫 ‘공유주방’ 영세 배달음식업 돕는다

국제신문 13면

부산 전략산업 선도 市, 92개 업체 선정

국제신문 13면

한국당 PK 정치권 경쟁 본격화 예고

부산일보 05면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폭풍전야’… PK 현역 포함 촉각

국제신문 05면

상주단체 ‘해지’ 지휘자 ‘해촉’… 연말 부산 음악계 ‘칼바람’

부산일보 23면

1.3초 잔향마저 완벽… 클래식 전용 ‘디아트홀’ 내년 열린다

국제신문 21면

발레컬 ‘해운대연가’ 재공연 16일 을숙도문화회관서

국제신문 21면

김해 신공항 “신공항 ‘11’자 활주로 대답조차 없어”
기장군
동구
동래구
해운대구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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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2면

오시리아 별장형콘도 부지 사업자 선정

부산일보 06면

오시리아 콘도 사업자 찾았다 메디타운 등 주인찾기도 속도

국제신문 12면

‘부산진역 터 포함’ 북항통합개발 돌발 변수

국제신문 01면

부산 미세먼지 최다 배출 동래구

부산일보 06면

해운대 우동3 주택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부산일보 06면

해운대 마린시티 가스관 사고 ‘네 탓’ 공방

부산일보 09면

이상혁 스포원 이사장 후보 ‘현미경 검증’

부산일보 05면

부산 경찰, 올핸 경무관 탄생 불발

부산일보 09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첨단 부산’ 전초기지 조성 제동

국제신문 01면

부산도시철도 출발지연 원인놓고 노사 공방

국제신문 06면

작년 경무관 배출한 부산경찰, 올해는 없었다

국제신문 06A면

부울경 매출 1조 기업들 ‘성장 정체’

부산일보 01면

국내 정상급 중소기업 ‘부산행’

부산일보 08면

“이케아-지역 가구 상생… 부산시 맞춤 대책 시급”

부산일보 17면

KCC, 부산조달청 청사에 ‘지붕형 발전소’ 준공

부산일보 17면

“선도기업 92곳, 부산시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일보 17면

‘미래 먹거리’ 북극, 부산서 잠재력 모색

부산일보 19면

“미래차 상용화 땐 부산 車부품업체 49% 사라질 것”

국제신문 12면

부산 식품·화장품 ‘띵호와’ … 957만 달러 수출계약 눈앞

국제신문 12면

“부산항 물동량 집착해 스마트항만 뒷전”

국제신문 14면

신항 ‘물동량 쏠림’ 심화 부산항 전체 70% 육박

국제신문 14면

BPA, 일본서 환적화물 유치 위한 ‘부산항 설명회’

국제신문 14면

항만 대기질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부산일보 01면

동부산·서부산 정치권 “공공병원 지켜라”

부산일보 05면

‘제2 신항 입지’ 부산? 경남? 고민 깊어지는 김영춘 장관

부산일보 05면

“경부선 철로 지하화 추진 부산 여·야·정 뭉치자”

부산일보 05면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부울경서 당선자 18명 기소

부산일보 09면

지지율 하락 심상찮은 민심에… PK ‘이영자’ 챙겼다

국제신문 03면

부산지검, 당선인 3명 포함 6·13선거사범 41명 기소

국제신문 07면

비공개 비난 신경쓰였나, 2차 간담회 공개 전환

부산일보 26면

“부산시 문화정책, 전략 없어” “문화진흥계획 중간보고할 것”

국제신문 02면

부산문화회관 이용관 신임대표 선출

국제신문 02면

대표·경영본부장 공백 메우고… 부산문화회관 정상화 잰걸음

국제신문 17면

3살 된 부산과학관 손님 벌써 300만… 과학교육 새 지평

국제신문 17면

“내년 부산 축구 재기의 해로 만들겠다”

국제신문 22면

‘철마 무장공비 사건’ 생존 의용경찰 “마음엔 아직도 상처”

국제신문 02면

부산 기장 도로서 폭 3ｍ 싱크홀

국제신문 06면

좁아터진 북구청, 사무실 임차로 숨통 틔우기

부산일보 09면

사상구

사상 황화수소 누출 사망자 2명으로 늘어

국제신문 06면

연제구

연제구, 불법주차 견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국제신문 08면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기장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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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영도구
해운대구

12/17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영도 하리지구 체류 관광지로”

국제신문 08면

‘노른자’ 부산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또 유보

부산일보 08면

내년부터 부산 학교 급식서 GMO 퇴출

부산일보 01면

대리운전기사 노조 부산시, 설립 인정

부산일보 10면

부산도 대리운전기사 노조 생긴다

국제신문 02면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선정 동부산 아쿠아월드 사업 탄력

부산일보 17면

예산투입 없이 4년간 1만1523명 일자리 창출

국제신문 02면

서면·연산동 뒤덮은 ‘임대’현수막… 범일동 4곳 중 1곳 비어

국제신문 03면

해외 진출하는 부산 VR·AR… 스타트업 전진기지 키운다

국제신문 12면

‘로컬푸드 직매장’ 확산에도 부산 사업 나서는 업체 없어

국제신문 12면

부산 내년 2만2467세대 분양 … 상반기 ‘브랜드’ 물량
국제신문 14면
쏟아진다
부산항 수소 기반 에너지 자립 나선다

국제신문 16면

신항 다목적부두 적자보전 놓고 BPA·선사 갈등

국제신문 16면

부산시, 어업 FTA 피해보전금 이달 지급

국제신문 16면

민주당, 부산지역 산단 방문 ‘정책 투어’

부산일보 06면

PK 선거구 14곳 조직위원장 공모 한국당 정치 지망생들 신청
부산일보 06면
딜레마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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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0면

20대 총선 공천 물갈이 ‘0’ 부산 한국당 부메랑 맞았다

국제신문 01면

계파갈등·보수분열·선거 잇단 참패 진원지… 대수술 나서

국제신문 04면

살생부 오른 의원들 “정치적 음모” 격분… 일부는 “수용”

국제신문 04면

부산문화재단 10주년 ‘비전 2030’ 공청회 개최

부산일보 22면

송의정 신임 부산박물관장 “전시 디자이너 보강, 관람 편의성
부산일보 24면
높일 것”
부산문화회관 이용관 새 대표이사 선출

부산일보 24면

시립예술단이 정성껏 차린 송년 음악 성찬

국제신문 18면

범어사 성보관 19일 첫 삽 뜬다

국제신문 19면

기장군

‘기장 동암항 관광어항 개발사업’ 박차

국제신문 07면

남구

남구 조직개편 3개월 진통 끝에 타결

부산일보 09면

행정기관 외면 ‘영도 해녀촌 살리기’ 대학생들이 나섰다

부산일보 09면

현대사업단, 영도 5구역 재개발 품었다

부산일보 17면

부산 영도 바닷가에 4458세대 아파트 선다

국제신문 01면

화학반응 계속되는데… 황화수소 사고 업체 폐수 3주째 방치

부산일보 09면 사회

영도구

12/18

‘한국당 동조’ 의혹 제명된 민주당 기장군 부의장 복당

부산 시정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어렵게 딴 국비, 부산시의회는 싫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잠 좀 자자!” 부산 지난해 빛공해 민원 배 이상 증가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내년 도심 횡단보도 312곳 추가 설치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치매안심병동 개원

국제신문 22면 건강

병상 간격 1ｍ 룰… 중소 요양병원 “환자 내보내야 하나”

국제신문 10면 사회

정보진흥원, 성폭력 혐의 팀장에 ‘면죄부’

국제신문 08면 사회

봉제업 환경개선·장비임대 시, 내년부터 12억 투입

부산일보 17면 경제

소득주도성장 ‘궤도 수정’ 경제 활력으로 방향 튼 文 정부

부산일보 08면 경제

거래 절벽… ‘부동산 부도의 날’ 오나

부산일보 02면 종합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듀프리토마스쥴리’ 선정

부산일보 17A면 경제

정부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적극 검토”

국제신문 04면 종합

올해 가장 빛난 부산 창업가 3인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콘퍼런스 열려

국민일보 24면 인물

85m²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동아일보 B02면 경제

부산시 의류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경제 31B면 전국

대구·경북·부산, 대규모 외자 유치로 지역경제 기여

아주경제 17면 지역

채재익 인터오션 대표 등 ‘올해 부산벤처기업인상’

한국경제 28A면 지역

“홍준표, 한국당 대표 경선 나선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도권 웃고 지방 운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정오규 당협위원장 재선임하라”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 서동구 정오규·해운대갑 석동현 인적쇄신 반발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부산 당협위원장 조건 경쟁력+보수 정체성 갖춰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현직 부산시 고위 공직자 ‘靑 특감반 적발 전력’ 의혹

부산일보 01면 종합

비위 적발 의혹에도 승승장구, 부산시 불똥 튈까 전전긍긍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산 경제부시장, 금융위 재직 때 비위”

국제신문 06면 종합

한국당 당협 공모·중진위상 약화… 서병수 복귀 판 깔리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제2의 폐수사고 막자는데도 미동없는 환경부

국제신문 08면 사회

국민 62% “한·일해저터널 건설 공감”

세계일보 12A면 전국

부산항 제2신항 입지 결정… 부산·경남 또 ‘갈등’

한국일보 14C면 부산

해외반출 부산시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부산일보 06A면 종합

부산 전통시장 ‘관광·쇼핑 명소’ 만든다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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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동남권
신공항

보도내용
관광연계·노후시설 개선으로 부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나서

서울경제 31B면 전국

“웰컴 투 자갈치”… 침체된 부산 전통시장 관광명소로 키운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신항 랜드마크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 2020년 첫삽

경남신문 04면 종합

“김해신공항 설명회 중단하라” 반기 든 부산시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북구·사상구 3만여 가구 ‘소음피해’ 뺐다

부산일보 03면 사회

야간엔 ‘주기 제한’ 새벽엔 ‘조기 이륙’ 김해공항

부산일보 03면 사회

김해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오거돈 “국토부 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반대세력 있다”

국제신문 03면 사회

“김해공항 확장해도 몇 년 새 다시 포화상태 될 것”

국제신문 03면 사회

“김해신공항 재검토 불가피” 여론 확산

동아일보 18D면 부산

오거돈 “김해공항 확장안은 박근혜 정부의 과오”

한국일보 14C면 부산

“김해신공항 환경영향평가 부실” 부산, 주민설명회 중지
파이낸셜 04면 부산
공식요구
“국토부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수요 예측·공항 용량 축소”
이정화 김해시의원 “신공항 건설 반대” 농성 시작

경남도민일보 07면 자
치의정
경남도민일보 07면 자
치의정

국토부 신공항 숨겨진 속셈 드러났다

경남매일 01면 종합

“신공항 소음·안전 대책 내놔라”

경남매일 02면 종합

“국토부 김해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중대 하자”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국토부가 여객·공항 용량 축소”

경남일보 03면 종합

“새 활주로 건설되면 부산도 소음권”

경남일보 03면 종합

“김해공항 확장안은 박근혜 정부 과오”

경남일보 03면 종합

“안전대책 없이는 공항적폐”

경남일보 03면 종합

“2022년까지 부산 전통시장 140곳 시설 현대화”

부산일보 17면 경제

전통시장 140곳 현대화 추진 전자결제 도입하고 SNS홍보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이용자 인하 목소리 확산에도 경남도·부산시 ‘미지근’

경남도민일보 03면 경제

부산 범어사에 박물관 ‘성보관’ 건립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범어사, 박물관 ‘성보관’ 건립

경남일보 16면 문화

남구

LG메트로 외부車 통행 차단… 내부 보행안전 위협 논란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구

동구도서관 옥상 전망대 생긴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철도 삼각지’ 주민들 “기대 큽니더”

한겨레 16면 전국

사상구 반장 수당 삭감에 통·반장 ‘발끈’

국제신문 10면 사회

전통시장
활성화
거가대교
금정구

부산진구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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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서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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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부산 경제

보도내용

출처

‘구름 같은 길’ 맞나… 바다 안 보이는 송도 산책로

부산일보 02면 종합

미포 ‘철길 건널목’ 도로 확장, 엘시티 75억 원 낸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보상비 마련 못해 지지부진 엘시티 주변도로 확장 활기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제주 뱃길 다시 열린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첫 고가교’ 자성고가교 내달 3일 철거 시작

부산일보 10면 사회

자성고가교 내달부터 철거… 성남초 학부모 “안전 위협” 반발

국제신문 07면 사회

을숙도대교 요금 할인 확대 퇴근길 오후 5시 30분~8시

부산일보 02면 종합

을숙도대교 퇴근 시간 요금할인 30분 연장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8년간 지적장애인 25명 ‘회전문 입·퇴원’ 줄이어

부산일보 03면 종합

내년부터 부산시 예산편성에 주민 직접 참여

국제신문 07A면 사회

“봉사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소중한 시간”

부산일보 24면 기획

어린이집 교사 “우리 애는 누가 보나요”

부산일보 08면 종합

‘깎고 보는’ 시의회에 승마산업 고사·한류 관광객 유치 찬물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파열음 까닭은

국제신문 04면 종합

노후 준비 안된 부산 중장년층 연금 미가입율 29% 전국 최고

국제신문 02면 종합

금품 향응 받은 상수도본부 공무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先 안전물품 지원 後 집안보수 어르신 낙상·화재 미리 막는다

국제신문 18면 노동

부산시의 열린 행정 “시민 제안사업에 예산 최우선 반영”

파이낸셜 02면 종합

노후화 꼬리표 ‘사상공단’ 스마트 이름표 달기 시작

부산일보 01면 종합

사상공단 재생 10년 만에 시동

국제신문 01면 종합

블록체인 기술로 항만물류 혁신 이끈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정부, 블록체인으로 항만물류 혁신 나선다

아주경제 09면 IT

부산 기장군, ‘어촌뉴딜’ 선정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울경 어촌 17곳 ‘뉴딜300’ 선정

국제신문 12면 경제

내년 ‘도시재생뉴딜사업’ 100곳 뽑는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동부산 메디타운 사업자 찾았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오시리아 메디타운 협상대상자 ‘하윤 컨소시엄’

국제신문 12면 경제

‘낙동김’ 생산 줄고 가격 하락 ‘이중고’

부산일보 10면 사회

깐깐한 車부품 성능검사 ‘원스톱’ 대행

부산일보 17면 기업

산업부 장관 부산·경남 일자리 1만1300개 만든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내일 ‘리빙랩과 부산의 미래’ 콘퍼런스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 저출산 극복, 지역별 보육센터 운영이 최우선”

국제신문 18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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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조정지역 해제 ‘솔솔’… 부산 이번엔 풀리나

매일경제 25면 부동산

‘부산 민심 달래기’ 국토부 김정렬 차관 부산역 등 방문

부산일보 15면 경제

유재수 “靑 특감반 조사 받았지만 비위 적발 없어”

부산일보 05면 정치

‘靑 특감반, 유재수 비위 감찰’ 의혹 파장 확산

국제신문 05면 종합

“어렵게 확보한 국비 날릴 판” vs “문제 발견돼 보류, 추경
부산일보 03면 종합
가능”

부산 정치

미소 짓는 부산 민주당 의원들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당 PK 차기 총선 벌써 걱정된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한국당 PK 정치권

부산일보 06면 정치

이헌승·김도읍·장제원 의원 ‘재선 3인방’ 공천 라이벌전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당 PK 의원 원내지도부서도 ‘찬밥’

국제신문 04면 종합

김부겸 장관 오늘 부산항 방문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등 점검

아시아투데이 30면 인물

靑 “文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 보수야당
한국일보 05면 사회
“국기문란”

부산 문화

트위지
부산 생산

낙동강 수질개선 6개 시·도 협업 구축

경남매일 02면 종합

새옷 갈아입은 동삼동패총전시관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지역 장애 문화예술인 31% “작품 발표기회 부족”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시와 문화예술인의 진정한 소통을 기대한다

국제신문 20면 기획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좌초되나

동아일보 18D면 부산

‘전기차 트위지’ 부산 경제 ‘충전’시킬까

부산일보 01면 종합

‘트위지’로 지역 경제회생… 초소형 전기차 메카 ‘시동’

부산일보 04면 종합

‘트위지’가 일자리 싣고 부산에 온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르노삼성, 부산에 전기차 ‘트위지’ 공장

경향신문 19면 경제

르노삼성 ‘트위지’ 생산 스페인→부산… 지역사회와 상생 시동

국민일보 04면 종합

스페인 트위지 공장, 부산으로 끌어왔다

중앙일보 B01면 경제

르노 전기차 ‘트위지’ 부산에서 생산

한겨레 19면 경제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내년 9월부터 부산서 생산

한국일보 23면 경제

르노·부산시·동신모텍 3각 협력 전기차 ‘트위지’ 국내생산 결실
매일경제 15면 기업
맺어
‘트위지’ 한국서만 생산 닻올린 ‘부산형 일자리’

머니투데이 01면 종합

‘트위지’ 한국서만 생산 닻올린 ‘부산형 일자리’

머니투데이 02면 종합

부산 ‘트위지’ 생산기지로…광주 ‘에어가전 허브’로 키운다

서울경제 06면 정치

전기차 ‘트위지’ 내년 9월부터 부산서 생산

아주경제 08면 경제

부산으로 생산기지 옮긴 ‘트위지’ 청년 사장님의 희망 싣고
파이낸셜 01면 종합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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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동남권
신공항

보도내용

출처

르노 전기차 트위지, 부산서 만든다

한국경제 15면 산업

부산시의회, 북·사상구 “김해신공항 반대”

국제신문 01A면 종합

국토부, 김해신공항 환경평가 설명회 연기

한겨레 13A면 전국

김해신공항 주민설명회 검증단 요청에 연기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신공항 소음ᆞ안전 문제 국토부 공무원 책임져야”

경남매일 01면 종합

정부, 김해신공항 환경평가 설명회 연기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부실’ 논란 부닥친 김해신공항 환경영향평가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산 몰래’ 김해공항 온 공군 사령부
공군 사령부 신공항 만든다더니… 군부대 더 늘렸다
김해공항
오거돈 시장 “김해공항에 공군력 집중 안된다”
이전
김해신공항 군사기능 강화에 부산시 반발

부산일보 01면 종합

벡스코, 이태식 새 대표이사 선임
벡스코 신임
벡스코 대표이사 이태식… 이번에도 ‘코트라 출신’
대표이사
벡스코 신임 사장 이태식 씨

부산일보 16면 경제

드론산업
육성

기장군
북구

12/20

부산 시정

부산 경제

국제신문 01면 종합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국제신문 13면 경제
매일경제 16면 기업

‘드론 도시 부산’ 힘찬 날갯짓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시, 대한항공과 드론산업 육성 협약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시, 대한항공과 ‘드론산업 육성’ 양해각서 체결

한국경제 30A면 지역

“반대표 찍는 것 봤다” 한심한 계파싸움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에 국내 첫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국제신문 01면 종합

보행권 위협 덕천역 상가 공사 중단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4·5급 전면 물갈이’한다

부산일보 01면

도심숲 조성, 부산 숨통 틔운다

부산일보 02면

미세먼지·열섬 완화… 부산 도심 곳곳 ‘바람길 숲’ 생긴다

국제신문 02면

“카풀 반대” 부산 택시업계 오늘 전면 운행중단

국제신문 01면

예상됐던 민원에 우왕좌왕 만덕3터널 준공 미뤄질듯

국제신문 07면

부산교육청, 수능 끝난 고3 체험학습 현황 전수조사나서

국제신문 07면

부산~울산 광역BRT 건설 등 논의

국제신문 08A면

“부산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않고 무면허 시공 묵인”

국제신문 12면

부산 미래산업 이끌 중심축 ‘VR·AR제작지원센터’ 개소

부산일보 16면

부산경총, 박수관 신임 회장 선임

부산일보 16면

박수관 부산경총 회장 선임 “소통하는 심부름꾼 되겠다”

국제신문 02면

대기업 유통업체, 부산 기여도 낮다

부산일보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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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출처

일자리 찾아 다른 도시로?… 부울경 거주 외국인 ‘썰물’

국제신문 03면

‘수수료 0’ 제로페이 부산 오늘부터 시행

국제신문 12면

어묵산업 키워 일자리 1만 개 더 만든다

국제신문 13면

한국·민주 부산시당 연일 ‘논평 신경전’

부산일보 05면

누가 더 이익? 부산 북·강서구 ‘선거구 분할’ 주판 튕기기

부산일보 05면

靑 ‘김태우 폭로’ 파문 확산 … 부산 민주당도 좌불안석

국제신문 04면

‘상상마당 부산’에 크리에이터 창작 센터

부산일보 16면

이용관 새 부산문화회관 대표 취임… 풀어야 할 과제 산적

부산일보 23면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 부산서도 ‘응원 상영회’

국제신문 19면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 22·23일 부산서 콘서트

국제신문 19면

동남권
신공항

오거돈 시장, 국토부 차관 만나 ‘신공항 압박’

부산일보 01면

오거돈 “김해공항 아닌 새 공항 필요”

국제신문 05면

금정구

금정구 노조·의회 서로 “연수비 줄여라”

국제신문 08면

남구 LG메트로시티 경비원 ‘무더기 사직’ 파장

부산일보 10면

영도 동네체육시설, 쓰레기장 방불

부산일보 09면

“옛 해운대역 부지 상업 개발, 법 바꿔서라도 막겠다”

부산일보 10면

“해운대 옛 역사부지에 공원 포함 저밀도·저층시설 짓겠다”

국제신문 06면

전국 구도심 30곳 ‘자영업 혁신거점’ 조성

부산일보 01면

민주 “80점 이상 줄 수 있어”… 한국 “소수 야당 인정 안 해”

부산일보 05면

올해 부산 교통사고 사망자 확 줄어

부산일보 09면

“낙동강 수질, 2025년까지 더 악화”

부산일보 10면

부산 신항 ‘해양문화공간’ 가덕도·연도 분산조성 가닥

국제신문 02면

재채용 보장도 않고 … 부산시, 용역직 일괄 퇴사 종용

국제신문 06면

결제수수료 0% 자갈치시장 전국 첫 ‘제로페이’

부산일보 16면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남구
영도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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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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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마이스 혁신 라운드 테이블’ “마이스, 지역 산업 성장·기업
부산일보 19면
유치에 밑거름”
부산시 연일 강공모드·상의 지원사격… “공식화 초읽기”

국제신문 03면

내년 1분기 부산 아파트 입주 8715세대

국제신문 11면

부산 가구당 빚 1년 새 15% ↑… 평균 6000만 원 육박

국제신문 12면

문풍’ 미미한 PK 총선 지형… 민주 ‘인물’, 한국 ‘민심’ 승부

부산일보 05면

김대식 원장, 해운대을 차기총선 채비 본격화

국제신문 04면

‘더베이101’에 인생샷 명소 생겼다

부산일보 17면

“연차 퍼뜩 내고, 부산으로 오이소!”

부산일보 19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오래된 나무 따라 색다른 부산 여행

부산일보 19면

풀뿌리 문화예술인 지원할 부산 상상마당 2020년 완공

국제신문 12면

네 가지 색깔의 부산 인디음악 만나보세요

국제신문 17면

독립영화의 산실 ‘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전

국제신문 17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다시 드라이브 건다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가덕신공항 다시 띄운다

국제신문 01면

“그들만의 학교냐?” VS “통학 차량 문제없어”

부산일보 09면

고용부 “LG메트로 경비원, 주 52시간제 적용 안 돼”

국제신문 06면

사상구

음침한 굴다리로 보행자 내몬 사상구청

부산일보 09면

영도구

영도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도로 갈라지고 지반 계속 침하

국제신문 07면

부산시의회, 인권조례·민주시민조례 가결

부산일보 05면 종합

정신병원 ‘여성 강제 입원’ 의혹도 조사

부산일보 06면 종합

비싼 ‘센텀 입주’ 관광공사, 사무실까지 넓히겠다고?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 부구청장 인사 앞두고 하마평 무성

국제신문 08면 사회

학생·학교·지역수준 평가 산출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형 기초보장제 존폐 기로

국제신문 01면 종합

“현금 대신 간접 지원·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해야”

국제신문 03면 종합

‘국내 1호 트램’ 후보지 5곳 압축

한겨레 10면 전국

부산시 ‘도시텃밭·도시농업인’ 두배 늘린다

서울경제 33면 전국

市, 도시농업 활성화 박차… 농부 육성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어시장, 고등어에 웃고 오징어에 울었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내년 3만 7419가구 분양 ‘물량폭탄’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항 물동량 신기록이 신이 안 나…

부산일보 18면 경제

“어찌 쓰는지?” 상인도 모르는 ‘제로페이’

부산일보 10면 사회

“2억 뛴 서울과 2000만 원 오른 부산을 똑같이 취급해서야”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항 환적에 블록체인 기술 쓰인다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신항 소형선부두 2021년까지 확충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신항 소형선 전용부두 4배 확장

경남매일 08면 경제

BPA “신항 건설 현장 갑질 근절할 것”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 건설업 내달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에 위기감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항 물동량 국적선사 비중 20%대 추락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가덕도
신공항
남구

12/24

부산 시정

부산 경제

지을 땐 “해양레저 거점”… 운영 어렵자 음식점·주점 편법 영업 국민일보 14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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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남권
신공항

부마
민주항쟁
강서구

출처

르노삼성이 ‘트위지’ 전담 생산… 모처럼 미소짓는 車업계

조선일보 B03면 경제

부산 창업기업 ‘산타’ TIPS 프로그램 선정

서울경제 33A면 전국

부산시 반려동물 직업 체험프로그램

서울경제 33A면 전국

경기침체에 민심 이반 가속화 민주당 ‘PK 중공업 벨트’ 위기감

부산일보 05면 종합

PK 한국당 ‘인물 다양성’이 사라졌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차기 총선 준비 서병수 사람들 ‘서병수 지우기’

부산일보 05면 종합

김정호 의원 ‘공항 갑질’ 논란 파문

부산일보 04면 정치

공공기관 직원 친인척 채용땐 신고 의무화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계파 간 ‘전대 룰’ 싸움 본격화

국제신문 05면 종합

40년 터줏대감마저 문 닫나… 보수동 책방골목 ‘막다른 길’

부산일보 12면 사회

새 대표 선임 앞둔 영화의전당 ‘BIFF와 통합’ 뒷말 무성

부산일보 22면 문화

청사포 몽돌해변 전면개방 추진… ‘역사 관광자원’ 탄생 기대

부산일보 02면 종합

“몸으로 우정, 훈련으로 예의 배웠죠”

부산일보 20면 스포츠

오 시장, 내달 ‘가덕도신공항’ 공식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토부 추진안대로는 미래 수요 도저히 감당 안 돼

부산일보 03면 사회

북구·사상구의회도 “김해공항 확장 전면 재검토해야”

부산일보 03면 사회

① 검증단·시 “소음피해 가구, 국토부 추산보다 10배 많아”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다시 띄운다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김해신공항, 부·울·경 주민 설득 못해”

아주경제 02면 종합

부산시 ‘가덕신공항’ 총공세…총리실에 “재검토해달라”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항공대책특별위 본격 활동

경남매일 03면 종합

경남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구성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산시의회,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

경남일보 03면 종합

졸속 시공에 뿔난 입주 예정자들 “계약금 포기… 계약 해지해
부산일보 10면 사회
달라”
‘빗물받이 쓰레기통’으로 맨홀 악취 잡았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남부면허시험장 주차장 무료 개방

부산일보 12면 사회

‘은근슬쩍’ 제 식구 감싸고 돈 남구의회

부산일보 10면 사회

대책 뒷짐진 환경부… 재발 ‘불안 불안’

국제신문 07면 사회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 추진 서구, 결국 노후청사 개발 포기

국제신문 06면 사회

연제구

전국 첫 도시형 농업 스마트팜, 연제구서 문 열어

부산일보 12면 사회

영도구

두 번씩이나 갈라진 영도 산복도로 ‘네 탓 타령’만

부산일보 10면 사회

남구

사상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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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중구

12/25

부산 시정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남권
신공항

보도내용

출처

부산 초중고 교육환경 중구가 가장 열악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 개소

부산일보 19면 건강

“일광신도시~반송로 연결로 개설해야”

부산일보 08면 사회

‘허울’뿐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산일보 08면 사회

부산시 ‘사회적경제과’의 수난 ‘팀’으로 바꾸려다 도로 ‘과’로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시의회 도시특위, 5대 개발사업 ‘현미경 점검’

부산일보 05면 종합

땅값 도면·교통정보 ‘한눈에’ 업무혁신 앞장선 공무원들

서울신문 12면 정책

산타로 변신한 오거돈 시장

한국일보 12C면 지역

신항 배후부지에 ‘LNG 벙커링’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상의 ‘부산형 복합리조트 설립’ 다시 도전장

부산일보 14면 경제

땅밀림 원격감시시스템 부산지역에도 3곳 설치

부산일보 134면 경제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는 건 당연한 일”

부산일보 21면 인물

제2센텀산단 녹지비율 늘릴 땐 창업기업엔 ‘그림의 떡’

국제신문 14면 경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부산이 ‘으뜸’

한국일보 12C면 지역

부산 ‘신산업 규제혁신’ 결실… VR 중복규제 없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인물난 한국당 ‘자객공천’ 효과 있을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靑 특감반 전선’ PK로… 공수 핵심에 지역출신 포진

국제신문 04면 종합

체육 유공자 41명 부산시장상

부산일보 16면 스포츠

영화의전당 방추성 새 대표이사 선임

부산일보 02면 종합

영화의전당 새 수장에 방추성 탱고필름 대표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비엔날레 12대 집행위원장 공모

부산일보 17면 문화

31일까지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 공모

국제신문 17면 문화

위기에 빠진 부산사회체육센터

부산일보 16면 스포츠

현대미술관·깡깡이 부산 대표 히트상품

국제신문 01면 종합

올해 부산 ‘10대 히트상품’ 선정… 1위는 부산현대미술관

파이낸셜 02면 종합

경기불황에 부산시티투어버스 이용객 뚝… 뚝… 뚝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울경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 안 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울경 공동 대응 ‘김해신공항’ 물줄기 바꾼다

부산일보 03면 정치

오 시장 내년 초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공식 발표

부산일보 03면 정치

“당리당략 떠나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부산일보 03면 정치

김해 신공항특위 “확장안 폐기하라”

부산일보 03A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 폐기 공동요구

국제신문 01면 종합

385

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타미플루
부작용

보도내용
커지는 ‘타미플루’ 부작용에 불안감 확산… “독감 어쩌나”

부산일보 08면 사회

“추락사한 중학생 딸, 타미플루 먹고 환각 증상 호소”

경향신문 08면 사회

타미플루 복용 후 여중생 추락사… ‘먹여도 되나’ 불안감 확산

국민일보 14면 사회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 환각 부작용 ‘공포’

서울신문 11면 사회

타미플루 복용한 중학생 추락사… ‘환각 부작용’ 때문?

조선일보 10면 사회

타미플루 먹고 추락사 여중생 유족 “환각 증상”

매일경제 24면 사회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뚜벅뚜벅’ 문 연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문 연다

경향신문 08면 사회

형제복지원 진실 향해 ‘뚜벅뚜벅’

강서구
영도구

12/26

부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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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 14면 전국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신고센터 26일 오픈

한국일보 12C면 지역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신고센터’ 문 연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명지쓰레기소각장 옆 행복주택 설계 바꿔도 주민은 “건립
부산일보 09면 사회
안돼”
갈라진 영도 산복도로 땜질 복구 주민들 “땅 딛고 다니기
부산일보 08면 사회
겁나요”
부산 민관 함께, 남북정상회담 맞는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어린이 보호 노란전봇대 부산에 ‘우뚝’

부산일보 02면 종합

‘민원실 바로 옆 구청장실’ 부산 지자체들 소통 강조

부산일보 10면 사회

‘노동자상 염원 담아’ 오늘 2018 마지막 수요시위

부산일보 09면 사회

‘미세먼지 잡을 국비’ 준대도 안 받는 부산시

부산일보 01면 종합

숙박시설 못 짓는 땅, 숙박시설 용도로 지정한 부산시

부산일보 09면 사회

시의원 말 한마디에 검증 없이 공사 연기 ‘논란’

부산일보 10면 사회

재개발에 죽음 내몰린 500살 수호목

부산일보 08면 종합

동서대 유학생, 부산시 UCC 공모전 최우수상

국제신문 25면 인물

자성고가교 철거현장 보행도우미·경찰 배치

국제신문 07면 사회

기술 재능기부로 어려운 이웃 집 고쳐주며 ‘안전닥터’ 자처

국제신문 14면 특집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번엔 뽑을 수 있을까

국제신문 02면 종합

시의원 호통에… 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엉터리 공문

국제신문 06면 사회

돈 아끼려 독성폐수 콸콸콸 … 올해 18차례 확인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지하구 75% 화재 무방비

국제신문 06면 사회

낙동강 물 문제 수십년 헛바퀴…이번엔 풀리나

서울경제 08면 종합

오거돈 시장, 아이들과 해피 크리스마스

파이낸셜 30면 인물

타미플루 포비아 확산… “정부대책 내놔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남권
신공항

보도내용

출처

“아이에 타미플루 먹여도 되나” 불안한 엄마들

동아일보 12면 사회

돌아오는 ‘유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인천·울산·여수항만公 공동 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

부산일보 18면 경제

VR산업 장밋빛 미래, 콘텐츠에 달렸다

부산일보 17면 IT

해양·수산·해운·항만·국제물류… 올海의 뉴스는?

부산일보 18면 경제

내년 ‘항만 SOC’ 1조 2916억… 참여·투자하세요

부산일보 18면 경제

가덕도신공항, 제2부산항신항과 사업 부지 겹친다

부산일보 03면 경제

“속 빈 ‘해양수도’ 채우려면 전담기구부터”

부산일보 18면 경제

외국서 온 빈 컨테이너 절반 ‘불량’

부산일보 16면 경제

불경기에 ‘산타 일감’마저 줄었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도시공사 용역직 정규직화 해법 찾아

국제신문 11면 경제

가고자 하는 상점 인근 주차장, 10초면 가장 저렴한 곳 찾아줘

국제신문 12면 기업

에어부산, 항공편 이용 ‘DMZ 여행상품’ 출시

동아일보 20D면 영남

부산시, 전기車 등 신산업 규제혁신 빛봤다

서울경제 29B면 전국

오늘 부산서 ‘해운·항만산업 정책 세미나’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시 해운·항만사업 정책수립 세미나 개최

경남도민신문 11면 경제

부산시, 전통시장 살리기 나섰다

아주경제 17면 지역

진해 주민 반발 ‘LNG벙커링’ 신항 ‘부산 부지’에 선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올해 PK 정국 달군 핵심 키워드 ‘바람·교체·실종’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교체 14곳 PK 당협 위원장 채울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초선 80% 열정적 의정 돋보였지만 곳곳 ‘아마추어리즘’ 노출
국제신문 03면 정치
아쉬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정당 혁신 꾀할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빛 잃은 광복로 트리축제… 시민 발길 ‘뚝’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청년문화 예술인 19% “활동 공간·인프라 부족”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 영화계 ‘이용관 사단’ 구축?

국제신문 19면 문화

“공연 시즌제 도입… 다채로운 장르 열리는 공간 만들겠다”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 보수동, 골목 가득했던 책향기가 사라져간다

경향신문 12면 전국

협성문화재단 ‘뉴 북 프로젝트’ 출판기념식 내일 열어

동아일보 20D면 영남

부산현대미술관 영도 깡깡이예술마을…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 정치권 가덕신공항 재추진 ‘고심’

부산일보 03면 경제

가덕신공항으로 방향 튼 부산시 … ‘정치적 딜레마’ 풀어야

국제신문 03면 정치

부울경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역할 못해”

파이낸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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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김정호 공항 논란 ‘신공항 검증’ 영향 줘선 안 돼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부울경 단체장, 김해신공항 재검토 요구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추진 반대 속내 뭔가

경남매일 01면 종합

“경부울, 신공항 신속히 합의해야”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하고 동남권공항 원점 재검토하라”

경남신문 03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불가”

경남일보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여권 불협화음

내일신문 02면 정치

‘갑질 사과’ 김정호…국토위 사퇴 안한다

헤럴드경제 05면 정치

형제복지원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열어

서울경제 29B면 전국

거가대교
영도구

12/27

“거가대교 한 달 통행료만 300만원, 말이 됩니까?”

경향신문 12면 전국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부산 영도구청 선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가려운 곳 긁어준 ‘효자손 법안’에 지역사회 견딜 만했다

부산일보 03면 정치

“강제징용노동자상 철거, 서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소녀상 옆에 징용노동자상 꼭 세우겠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시, 강서구 ‘라돈 아파트’ 재조사 라돈·감마선 ‘기준치
부산일보 10면 사회
이하’

부산 시정

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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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터놓고 다 얘기”… 부산시의회 ‘끝장토론’한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동물과 공존” vs “개체수 증가 우려”

부산일보 10면 사회

출생아 31개월 연속 최소기록 행진

부산일보 15면 경제

10월 부산 출생아 전년 대비 16.7% 급감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개인택시 안전 합동점검 등화장치 위반 등 295건 적발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개인택시 안전 위반 296건 적발

경남매일 04면 사회

타미플루 복약지도 안 한 약국에 과태료

부산일보 09면 사회

타미플루 복약지도 없이 무분별 처방… 복지부 뒷북 대책

국제신문 06면 사회

에코델타시티에 3년간 2조 2000억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3년간 2조2000억 투입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부산 친환경리조트 사업자에 ‘아난티 컨소시엄’

부산일보 16면 경제

동부산 친환경리조트 아난티가 짓는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8000자 자소서 분석·첨삭 10초 만에 ‘뚝딱’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27일 준공

부산일보 08면 종합

‘분양 속셈’ 차리려다 발목 잡힌 LH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 기업 8%만 내년 신규채용 계획

국제신문 13면 경제

언제 ‘첫삽’ 뜨나…알맹이 빠진 스마트시티 계획

매일경제 26면 부동산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동남권
신공항

남북철도
착공

형제복지원

보도내용

출처

부산·남양주 ‘청약조정지역’ 벗어나나

서울경제 27면 건설

LNG 벙커링터미널 부산쪽 신항에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12% ↑·국내선 5.2%↓

경남매일 02면 종합

한국당 부산시당 ‘당원·시민 독서토론회’

부산일보 05면 정치

‘문풍’에 요동 부울경 민심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당협 정비 밑그림 ‘글쎄’

부산일보 05면 정치

“유재수 품위 손상, 靑서 인사 참고 통보”

부산일보 05면 정치

“유재수, 증권사서 수억 원 받아 아들 유학비로 사용”

국제신문 04면 종합

금융위원장 “감찰 통보받고 유재수 인사 조치… 사유 몰라”

조선일보 03면 정치

與 중진 맞설 대항마 찾기 인물난에 한국당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동아일보 04면 종합

근현대사 질곡 품은 ‘광복동’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부산일보 22면 문화

BIFF 독립성 제도적 보장한다

부산일보 21면 문화

한국-태국수교 60주년 기념 전시회

국제신문 08면 사회

올해 ‘부산 10대 히트상품’ 부산현대미술관 1위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거부 공식 선언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경총도 가덕도신공항 올인

부산일보 06면 종합

반박→해명→재반박… 부산시·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난타전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를” 與 실세 부·울·경 단체장들
한국일보 02면 종합
반기
부울경 단체장 “김해신공항 재검토해야”

매일경제 01면 종합

국토부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 거쳐 절차 재개”

매일경제 14면 경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가닥”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 지사 “김해신공항 정부案 반대”

경남신문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불가피”

경남일보 02면 종합

출발역 ‘부산’ 도착역 ‘파리’… 꿈에 한 걸음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유라시아 관문도시’ 우뚝 선다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산, 유라시아철도 시·종점 돼야”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서 기차타고 유럽행… 항만 잇는 ‘물류 허브’ 전략 짜야

국제신문 03면 북한

형제복지원 ‘뚜벅뚜벅’ 센터 출범

부산일보 10면 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 개소식

국제신문 06면 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신고하세요”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신고센터 개소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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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분야

스마트
교차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 준비

보도내용
부산 딥러닝 기술 기반 스마트교차로 11곳 구축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버스전용차로 11곳에 ‘스마트 교차로’ 구축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산 BRT 교차로 똑똑해진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딥러닝 스마트교차로 고도화 구축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남북정상회담 성사 준비 부산 시민모임 발족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 남북정상회담환영준비委 발족

서울경제 33B면 전국

남북평화시대 대비 부산 시민모임 오늘 첫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기업인 부산 기업인 10명 중 8명 “내년 지역경제 더 악화”
기업인 10명 중 8명 “내년 지역경제 더 악화”
2020년
전망
부산 기업인 78% “내년 전망 암울”
거가대교

부산일보 01면 종합
한국일보 12C면 부산
서울경제 33B면 전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거제시의회 만장일치
경남신문 04면 종합
채택

금정구

바가지요금 처벌 안내문 붙여도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콧방귀

국제신문 06면 사회

동래구

“주민동의 먼저 받아라”…동래구 동헌 복원 급제동

국제신문 08면 사회

에너지공사 설립이 반갑지 않은 신시가지 주민

국제신문 06면 사회

해운대구

‘서부산의료원 설립’ 큰 고비 넘겼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부산일보 02면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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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부산의료원 설립 예타 대상 선정… 사업 탄력

국제신문 02면

PK지역 올해의 인물 1위는 박항서

부산일보 03면

박태수 부산시 정책특보 “정무직 역할 조정할 것”

부산일보 05면

박태수 부산시 정책특보 “정무직 역할만 할 것”

국제신문 04면

부산시 소극적 미세먼지 대처에 야권서 맹공

부산일보 09면

부산시산림조합 임원은 ‘무풍지대?’

부산일보 09면

부산시교육청 ‘최우수 교육청’ 2연패

부산일보 09면

부산시교육청, 2년 연속 우수 성적

국제신문 08면

올해 부산 최고 뉴스는 ‘23년 만의 지방정권 교체’

부산일보 10면

부산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1위에 ‘23년 만의 정권교체’

국제신문 08면

‘전면 중단’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돌파구 찾을까

부산일보 17면

“시, 지역·산업별 최저임금 논의·파급력 모니터링 주도해야”

국제신문 03면

이성숙·이주환·오은택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우수

국제신문 05면

부산 교원 대거 명퇴… 수급차질 우려

국제신문 07면

부산시 ‘통합 관광포털’ 추진

국제신문 12면

부산 부동산조정지역 일부 해제될 듯

부산일보 01면

시정 이모저모

일자

분야

부산 정치

부산 문화

보도내용

출처

부산 청약조정지역 일부 해제 유력

국제신문 01면

‘7년’ 뒤처진 정부의 김해공항 수요 예측

부산일보 01면

김해공항 국제선 7년 앞선 1000만 명 시대

국제신문 01면

‘메이드 인 부산’ 식품 면세점 입성 ‘세계로!’

부산일보 01면

부산 취업률 63.9% 7대도시 중 꼴찌

부산일보 06면

11월 부산 주택 인허가 반 토막

부산일보 17면

“현장에 답 있다” BPA 발로 뛰는 경영

국제신문 16면

BPA 내년 목표 2250만 개 3년째 물동량 신기록 기대

국제신문 16면

부산항 항만보안료 수입 年25억 전망

국제신문 16면

김정호 빠진 국토위…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 힘 빠질라

부산일보 03면

신옥진 부산공간화랑 대표, 부산시립미술관에 62점 기증

부산일보 26면

오페라로 만나는 안희제 선생

부산일보 26면

부산 청소년들 ‘영어방송 콘테스트’

부산일보 26면

범어사 성보박물관 ‘책’에 담다

부산일보 26면

부산현대미술관 문화 지형 바꾸고, 돌아온 이용관 BIFF 정상화
국제신문 18면
박차
강서구

명지·녹산·미포 산업단지 청년 친화 선도 산단 선정

부산일보 16면

기장군

철마 순직경찰 추모비 제막식

국제신문 02면

LG메트로 아파트 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수순

국제신문 06면

박삼석 전 동구청장 ‘300만 원 벌금형’

부산일보 10면

박삼석 전 동구청장 300만 원 벌금형

국제신문 07면

동래구

“동래구 정화조 청소업체 횡령” 근로자 고발에도 구청은 외면

국제신문 06면

북구

같은 당 소속 북구청장·구의원 엇박자에 핵심 공약 좌초될 뻔

국제신문 07면

사상구

“500살 수호목 주례동 회화나무 철거는 수치”

부산일보 06면

연제구

부산 여야, 행정 1번지 연제에 화력집중

국제신문 04면

영도구

40년 터줏대감 업체까지… 영도 지역기업 속속 이탈

국제신문 01면

지역문화예술가 ‘두손’ 잡아준 중구

국제신문 08면

물 건너 가지 말고 해운대에서 ‘온맥’ 어때요?

부산일보 18면

부산시교육청 ‘유치원 특정감사팀’ 신설

부산일보 08면

“대안 없는 장시간 보육 반대” 부산 공공운수노조 등 반발

부산일보 09면

이달에만 3번째 지연… 부산도시철도 1호선 ‘조마조마’

부산일보 09면

부산 LTE 속도 특별·광역시 중 6위

국제신문 01면

직렬·연공서열 관행 파괴 … 부산시 ‘역대급’ 물갈이 예고

국제신문 03면

남구
동구

중구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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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일지

일자

분야

부산 경제

부산 정치

부산 문화

가덕도
신공항

보도내용
7일째 이어진 건조특보에 火난 부산

국제신문 06면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도 엉터리 수요 예측

부산일보 03면

아쉬움 남긴 부동산조정지역 ‘일부’ 해제 결정

부산일보 08면

혁신기업 지원 ‘IBK창공’ 부산 내년 문 연다

부산일보 17면

11월 부울경 생산·소비·투자 동반 하락

부산일보 17면

초소형 해양위성 ‘부산 산업’ 띄운다

부산일보 19면

부산 MICE 육성 ‘인력양성’ 중심서 ‘고용창출’로 전환

국제신문 12면

올 상장사 71% 주가 ↓ … 부산산업 450% 상승폭 최고

국제신문 13면

해양지능정보센터 부산유치 시동

국제신문 16면

북항 1부두~옛 연안부두 재개발 설계 착수

국제신문 16면

여전히 신뢰받는 최인호

부산일보 04면

부산지역 정치권 새해 벽두부터 2020년 총선모드

국제신문 04면

해양박물관·과학관 난립 부산 국립博 변방 밀리나

부산일보 19면

부산시, 축구 A매치·BTS ‘두 토끼 몰이’

국제신문 07면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 모집

국제신문 19면

‘동남권 관문공항’ 최적의 착륙지는 가덕도

부산일보 01면

“국토부, 여객수요 1000만 명 ‘의도적’으로 축소”

부산일보 03면

김해신공항 지역 반발에도 국토부 예정대로 강행 추진

국제신문 01A면

국토부 ‘PK무시’ 김해신공항 강행 추진

국제신문 02면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희망의 종’ 울린다
기장군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서구
영도구

392

출처

부산일보 02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불똥’ 기장군 추진 사업 줄줄이
국제신문 06면
‘휘청’
부산진구, 서면쇼핑문화특구 TF 신설

국제신문 08면

구포가축시장에 ‘이야기’ 담긴다

부산일보 08면

부산 최고령 나무 지키기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09면

송도케이블카 할인 부산시민 최대 25%

국제신문 13면

세월에 잊힌 창고·공장, 이젠 영도 ‘핫플’로 빛나다

부산일보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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