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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일러두기

○ 이 책은 부산시사편찬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산 시정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다. 

○ 부산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정·공포된 조례·규칙·훈령·예규 목록을 

수록하였다. 

○ 부산시보는 2019년 부산시의 여러 정책 등을 시책 및 보도내용 등으로 요약·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시정 이모저모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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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목록

(2019. 1. 1 ~ 2019. 12. 31)

호수 제 목 공시 년월일

5831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32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33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2019.1.1

5834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

5835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

5836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37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2019.1.1

5838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39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40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41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1.1

5842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43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44 부산광역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1.1

5845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46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

5847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19.1.1

584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9

5849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9

5850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9

585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2019.1.9

585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9

5853 부산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5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55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9.2.6

5856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5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58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2019.2.6

585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60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61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62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63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64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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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019.2.6

5866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67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68 부산광역시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6

5869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2.6

5870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13

5871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13

587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2.13

5873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74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2019.4.10.

5875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76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부산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2019.4.10.

5877 부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78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2019.4.10.

5879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80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81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82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83 부산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2019.4.10.

5884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2019.4.10.

5885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86 부산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 2019.4.10.

5887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88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89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90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10.

5891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9.4.10.

5892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부산광역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10.

5893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4.10.

5894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10.

589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96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2019.4.10.

5897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98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899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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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
부산광역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19.4.10.

5901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0.

5902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7.

5903 부산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2019.4.17.

5904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4.17.

590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2019.4.17.

5906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7.

5907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7.

5908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4.17.

5909-3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2019.5.8.

5910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5.22.

5911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019.5.22.

591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2019.5.29.

5913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14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15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16 부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2019.5.29.

5917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2019.5.29.

5918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19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2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22 부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5.29.

5923 부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24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2019.5.29.

5925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2019.5.29.

5926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9.5.29.

5927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28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9.5.29.

5929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30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5.29.

5931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2019.7.10.

5932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2019.7.10.

5933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7.10.

593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3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36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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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3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39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40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41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42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43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44 부산광역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7.10.

5945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2019.7.10.

5946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47 부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2019.7.10.

5948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49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50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51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개정: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2019.7.10.

5952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53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7.10.

5954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55 부산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7.10.

5956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57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58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59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2019.7.10.

5960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0.

5961 부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7.17.

5962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2019.7.17.

596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7.17.

5964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7.17.

5965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19.8.7.

5966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8.7.

5967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8.7.

596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8.7.

5969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8.7.

5970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8.7.

5971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8.7.

5972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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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9.8.7.

5974 부산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19.8.7.

5975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8.7.

5976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8.7.

597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9.8.7.

5978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 2019.8.7.

5979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80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81 부산광역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9.25.

5982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8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84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8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86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 2019.9.25.

5987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88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9.25.

5989 부산광역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누리버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90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9.25.

5991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9.25.

5992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93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9.25.

5994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95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2019.9.25.

5996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97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5998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19.9.25.

5999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6000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600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9.25.

6002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6003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9.25.

600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2019.9.25.

600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2019.9.25.

6006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07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08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2019.11.6.

6009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10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11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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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 2019.11.6.

6013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14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11.6.

6015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16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6.

6017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18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2019.11.6.

6018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2019.11.6.

6019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19.11.6.

6020 부산광역시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19.11.6.

6021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22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019.11.6.

6023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2019.11.6.

6024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019.11.6.

602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26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27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28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29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30 부산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31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6.

6031 부산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9.11.6.

6031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6.

6032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11.13.

603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19.11.13.

6034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13.

6035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13.

603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13.

6037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19.11.13.

6038 부산광역시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2019.11.13.

6039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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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1

3968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1

3969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1

3970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9

397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9

3972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9

397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2.6

397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2.6

3975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2.6

3976 부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 2019.2.6

3977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 2019.4.10.

3978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19.4.10.

3979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2019.5.29.

3980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5.29.

3981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5.29.

3982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7.10.

398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7.10.

3984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7.10.

3985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2019.7.10.

3986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7.10.

3987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7.10.

3988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8.7.

3989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9.2.

3990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9.2.

3991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9.25.

3992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1.13.

399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1.13.

3994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1.13.

3995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1.27.

3996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2.25.

3997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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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훈령 목록

(2019. 1. 1 ~ 2019. 12. 31)

호수 제 목 공시 년월일

1486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1.1

1487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1.1

1488 부산광역시 공무진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1.9

1489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2019.4.10.

1490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등의 교부에 관한 규정 2019.4.10.

1491 부산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4.10.

1492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활용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8.7.

1493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8.7.

1494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9.25.

1495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2019.9.25.

1496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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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규 목록

(2019. 1. 1 ~ 2019. 12. 31)

호수 제 목 공시 년월일

485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외부연구사업 관리 규정 2019.5.29.

486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산정기준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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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2019.

02

24시간 안전한 동

남권 관문공항 건

설

동남권 관문공항, 대한민국 국민 모두 위한 길

시민과 함께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다이내믹부산 03면 

2019년 부산시정 계

획

부산 대개조 프로

젝트

“2019년, 부산 통째로 바꾸는 원년”

원도심-동·서부산 균형발전 전력

다이내믹부산 03면 

2019년 부산시정 계

획

한·아세안 특별정

상회의 유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 추진

부산, 한반도 평화·번영 중심 도약

다이내믹부산 03면 

2019년 부산시정 계획

민선 7기 2019년 

일자리경제 정책 

발표

“부산경제 활력 찾고 일자리 풍성하게”

‘민생·경제 활력 회복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혁신도시’ 목표

다이내믹부산 08면 

시민행복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

자리 사업 공고

부산 2천290명 청년 채용·창업 돕는다

2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다이내믹부산 09면 

시민행복 일자리

부산시 12년 연속 

지스타 개최

‘지스타’ 올해도 내년도 부산서…12년 연속 개최 확정

게임산업 인프라·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등 적극 노력

다이내믹부산 09면 

시민행복 일자리

2019년 부산시의

회 의정 활동계획

“오직 민생! 시민 피부로 느끼는 ‘변화’ 약속”

청·장년층 일자리 만들기, 출자·출연기관 혁신 선도

다이내믹부산 12면 

열린 의회

시의회 제275회 임

시회

1월 15~28일 개최. 2019년 의정활동 시작.

6개 상임위원회 총 29개 안건 심사

다이내믹부산 12면 

열린 의회

‘부산시 노동자 권

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통과

노동자 안심하고 일하는 ‘부산’ 만들자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부산시의 역할 규정

다이내믹부산 12면 

열린 의회

시의회 시민소통 

행보

“소통과 현장에 현안 해결의 답 있다” 

간호사·상인 등 간담회, 부산 동물보호센터 등 민생현장 점검

다이내믹부산 13면 

열린 의회

부산 중심 남북교

류 확대

정부 올해 남북 협력 가속도, 부산 한반도 평화시대 ‘주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문 추진

다이내믹부산 18면 

남북 교류

역대 최대규모 여

성공무원 발탁 승

진

민선 7기 ‘여풍당당’, 유리천장 깨기 앞장

관리직 공무원 여성 임용목표제 도입…2022년 24% 확대 목표

다이내믹부산 20면 

달라진 공직사회

동일역 5분 이내 재

개표 무료

실수로 다른 방향 개찰구로 들어가더라도 5분 안에 다시 들어

가면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음

부산도시철도 1~4호선에서 선·후불카드와 정기권 적용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 정보

박물관 투어 프로

그램

매달 1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박물관 투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버스투어를 기존 4회

서 5회로 확대 운영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 정보

2월 부산 행사

설 공연 ‘새해 첫날’,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임현정 피아노 리

사이틀 ‘바흐, 베토벤을 만나다’,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고흐 vs 

고갱’, 한국국제낚시박람회, 부산국제차문화산업전, 남극 – 정

물·궤적·유산 기획전, 독일 ‘오트마 회얼’ 기획전 등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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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책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

환 방침 발표

“고용불안 없으니 시민에게 더 봉사해야죠”

부산시, 정규직 전환 확산 노력

다이내믹부산 22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장애인 복지정책 

강화

부산, 장애인 복지도 OK!

장애인 의무고용률 높이고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다이내믹부산 22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2019.

03
동남권 관문공항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관문공항 직접 언급

부·울·경에서 적극 주장한 국무총리실 검증요구 적극 수용

다이내믹부산 02면 

동남권 관문공항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

“부산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부산 대개조’로 활력 되살린다

문재인 대통령 직접 참석, 적극 지지·최대한 지원 약속

다이내믹부산 04면 

부산 대개조

보훈청, 부산지역 

독립유공자 6인 선

정

장건상·박재혁·박차정·안희제·김법린·한형석

“꼭, 기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내믹부산 08면 

3·1운동 100년·임시

정부 수립 100년

부산시, 동북아 금

융중심지 재도약 

선포

부산 금융중심지 10년, 더 큰 도약은 지금부터

‘동북아 금융중심지 부산’을 위한 새로운 10년 비전 발표

다이내믹부산 14면 

금융중심지 지정 10

년

아이 다(多)가치 키

움 보육종합대책

아이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꼭 만들게요

가정 양육수당 등 지급, 통학버스 안전장치 확대

다이내믹부산 15면 

다함께 행복한 부산

부산시의회, ‘남북

교류특별위원회’ 구

성

남북평화시대 선도 위해 부산시-시의회 힘 합친다

1월 24일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채택 및 정부 전달

다이내믹부산 16면 

열린 의회

부산시의회 소통 

창구 강화

의장실 열고 SNS 확대, 시의회 소통의 창 ‘활짝’

접견실 리모델링…토론공간 ‘이음홀’로. 청각장애인 위한 수화

방송 서비스도 시작

다이내믹부산 17면 

열린 의회

‘부산시의원 공무 

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시의원 해외연수 심사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상반기 상임위별 해외연수 모두 취소·국외활동 전면 재검토

다이내믹부산 17면 

열린 의회

‘스타일은 영원하다 

in부산’

조금은 튀게! 상상은 자유롭게!

노만 퍼킨슨 회고전…4월 30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문화 현재

영화의전당 아카데

미 신규 수강생 모

집

영화의전당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만든다

영화이론, 영화실습 2개 분야 3개 강좌 개설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문화 현재

‘엘리자벳’
장엄한 서사·빼어난 넘버…꽃소식과 함께 온 뮤지컬

3월 22~24일 부산문화회관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문화 현재

부산문화회관 시즌

제 도입

조수미·조성진 공연, 시즌제로 미리 ‘찜’ 해볼까?

12개 공연 시즌제 준비. 봄/여름 시즌 일정 발표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문화 현재

부산문화회관 연습

장 개장

부산문화회관 연습장 2월 15일 착공, 올 8월 준공 예정

지역 문화예술인 오랜 숙원…음악·춤연습실 갖춰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문화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토

요상설 공연

행복한 토요일에는 국악나무 한 그루 키우세요

국립부산국악원, 춤·음악·노래 등 전통예술 한마당 공연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문화 현재

부산방과후행복카

드 이용시설 확대

방과후행복카드로 도예 교육 받고 테마파크도 가고

부산방과후행복카드 이용시설 23곳→31곳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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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원북원부산

운동 도서 선정 투

표

올해 부산시민 함께 읽을 책 투표로 정해 주세요

3월 19일까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부산교육청 야간민

원실 운영
화·목요일 오후 8시까지 현장·전화서비스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부산학부모교육지

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젠 나도 학부모, 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요?

엄마·아빠 듣고 싶은 교육·정보 한자리에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3월 부산 교육 소식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고등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회

동마루(창의공작소, 영양교육체험관) 개소, 부산 초·중학생 체

육대회(옛 부산소년체육대회), 2020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공

고, 학교 밖 돌봄자람터 개소, 중1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OK1번가 시즌2 시

민토론 ON AIR

반려견 놀이터 조성, 당신의 생각은?

‘OK1번가 시즌2’ 3월 4일 시민 소통 토론장 개설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 정보

시민참여 나무심기
가족 함께 나무 심으며 나들이

3월 23일 북구 화명생태공원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 정보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청년 디

딤돌 카드’

취준생, 한 달에 50만 원 드립니다!

신청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최장 6개월 지급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 정보

3월 부산 행사

2019 부산베이비페어, 2019 부산욜로라이프페어, 2019 부산

카페쇼, 대한민국대표특산물거래박람회, 부산국제보트쇼,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브릴리언트 키즈모터쇼 등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 정보

2019.

04
동남권 관문공항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국무총리·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해공항 확장안 총리실 검증 “한 목소리”

다이내믹부산 04면 

동남권 관문공항

㈔신공항시민추진

단 조직 확대·재정

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부산시민 힘 하나로 모은다”

관문공항 당위성 전 국민 대상 홍보

다이내믹부산 07면 

동남권 관문공항

미세먼지 총력 대

응 선언

“미세먼지 단 1㎍이라도 줄이는 방법 있다면 총동원”

부산시, 주의보 단계부터 ‘비상저감조치’ 선제 대응

다이내믹부산 08면 

푸른 하늘 부산 프로

젝트

푸른 하늘 부산 프

로젝트

부산시민, 푸른 하늘 보며 맑은 공기 숨 쉬게

‘미세먼지 제로 존’ 만들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정책 발표

다이내믹부산 10면 

푸른 하늘 부산 프로

젝트

지역주도형 청년일

자리사업

‘부산청춘드림카’ - 중기 신입사원 대상 전기차 임대비 지원

‘파란일자리’ - 인턴 채용하면 인건비 최대 450만 원 지원

다이내믹부산 12면 

시민행복 일자리

부산청년 월세 지

원사업

부산 청년 ‘월세 부담’ 덜어드려요

매달 10만 원씩 최대 90만 원…4월 11일까지 온라인 접수

다이내믹부산 12면 

시민행복 일자리

부산형 제로페이
QR 찍고 금액 입력 결제 끝! 제로페이 더 편해진다

사용자 혜택은? 소득공제·페이백

다이내믹부산 13면 

일자리 경제

보행혁신 종합계획
“부산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편안하게 걷기 좋은 도시로”

2022년까지 1조 837억 원 투자…두리발·저상버스 등 확대

다이내믹부산 14면 

보행친화도시 부산

시의회 제276회 임

시회

3월 18~29일 개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46건 안건 심사(조례안 39, 동의안 5, 의견 청취안 2)

다이내믹부산 16면 

열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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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육성을 위

한 조례 제정

4차 산업 육성 적극 돕는다

드론(무인항공기)·영상산업·e스포츠 등 관련 조례 제정

다이내믹부산 16면 

열린 의회

시의회 광안대교 

복구현장 점검

‘광안대교-화물선 충돌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교통위원회 현장점검, “안전하게 빠른 복구”주문

다이내믹부산 16면 

열린 의회

부산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인간다운 삶’ 조례로 더 촘촘하게 보장한다

형제복지원 사건, 청소년 노동, 비정규직근로자, 고독사 등

다이내믹부산 17면 

열린 의회

부산시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위한 

조례 추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반기 중 발의 예정

미세먼지 심해지면 노후 경유차 조례로 운행제한 등

다이내믹부산 17면 

열린 의회

‘현대미술작가조명 

I: 방정아’

여성·환경·사회의 폭력…묵직하지만 결코 진부하지 않은 질문

부산시립미술관 2019년 첫 기획, 6월 9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문화 현재

‘푸디토리움의 시네

마브런치’ 라인업 

공개

더 풍성해진 ‘영화와 음악’ 한번쯤 즐겨볼까

매달 두 번째 화요일 오전 11시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문화 현재

2019 시민뜨락축

제

금요일에 즐기는 한낮의 야외 음악회

4월 19일~5월 24일 매주 금요일 낮 12시 20분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문화 현재

영화의전당 ‘월드시

네마 XVI’

주목받았거나 저주받았거나…영화사 걸작들 한 자리에 만난다

4월 24일까지, 배우 안재홍과의 만남 등 부대행사도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문화 현재

‘복천동의 보물들’
1700년 전 가야인의 숨결을 느끼다

청동칠두령·철제갑주 보물 지정 기념 특별전…4월 14일까지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문화 현재

‘조선독립신문’·‘국

민회보’ 전시

지하신문에 기록된 100년 전 그날 뜨거운 함성

6월 9일까지 부산근대역사관서 공개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문화 현재

좌수영성 북문지 

동쪽 추정 성벽 시

굴조사

2월 18일~3월 7일 부산박물관 문화재조사팀 주관 조사

성벽 축조수법 확인 및 복원정비 위한 고고학적 자료 확보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문화 현재

‘민화로 보는 3·1운

동의 단상’

민화에 담은 3·1운동 100주년 의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한국민화협회 공동 주최…4월 28일

까지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문화 현재

‘장안사 II’
부산박물관 기장 장안사 발굴조사 성과 수록

장안사 대웅전 북동쪽 일원…2016년 발굴조사 실시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문화 현재

회동마루 개관
옛 회동초교 창의·체험공간 변신!

‘회동마루’ 창의공작소·영양교육체험관 운영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부산과학축전
‘우주의 신비’ 체험하러 오세요

4월 13~14일 국립부산과학관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놀이마루’ 야간 프

로그램 운영

버스킹·비보이 연습, ‘놀이마루’에서

5월부터 운동장 야간 개방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부산시교육청 신규 

지방공무원 고시공

고

지난해보다 40명 증가한 186명 선발, 역대 최대규모

4월 15~19일 신청…8월 2일 최종합격자 발표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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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산 교육 소식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산기능경기대회, 부모-자녀 안전체험, 

제1회 검정고시, 원북원 선포식, 목요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

미 등

다이내믹부산 20면 

부산 교육은 지금

제15회 부산도시농

업박람회

나도 텃밭 한번 가꿔보고 싶은데

4월 18~21일 부산시민공원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정보

제8회 부산 낙동강 

유채꽃축제

부산의 봄, 이번엔 노란 유채꽃 차례!

4월 6~14일 대저생태공원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정보

뚜벅뚜벅 부산건축

투어 

‘한성1918’ ‘영화의전당’…어떤 역사·비밀 있을까?

원도심~센텀시티…매주 주말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정보

4월 부산 행사

권역별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제23

회 기장멸치축제, 제25회 부산창업박람회, 제19회 광안리어방

축제, 대한민국펫산업박람회 등

다이내믹부산 21면 

생활정보

2019.

05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산에 올까? 정부는 초청 추진

부산, 신남방정책·한반도 평화…아세안 협력 중심도시 ‘우뚝’

다이내믹부산 02면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추진단 

구성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도시 부산 브랜드 가치 증진 도모

부산 매력 담은 다양한 문화공연 준비

다이내믹부산 04면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부산시 동남아 순

방단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부산이 선도”

아세안 3개 도시 방문, 조선·관광·도시정책 교류협력 강화

다이내믹부산 06면 

자주적 도시외교

부·울·경 동남권 관

문공항 검증단 최

종보고회

“우리는 원한다…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800만 지역민 염원 담아 총리실 조속 이관 ‘건의’

다이내믹부산 08면 

동남권 관문공항

부산시 소확행 사

업

민선 7기 부산시 ‘소확행 정책’ 확산, 시민 행복시대 연다

시민편의·일자리·건강안전·문화복지 4개 분야 참신한 아이디

어 발굴

다이내믹부산 10면 

소확행 프로젝트

천마터널 개통
3월 30일 개통. 부산신항~광안대교 해안순환도로 완성

암남동~구평동 연결…출퇴근시간 대폭 단축

다이내믹부산 12면 

시정 브리핑

동천·부전천 청정

수역 복원사업 본

격 추진

‘제8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지원대상 하천’ 선정…국비 300

억 원 지원

2021년 분류식 하수관거, 2024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다이내믹부산 12면 

시정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생

활체육시설 확충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선정…

국비 112억 확보

당감 국민체육센터·닥밭골 공감나누리센터 등 건립

다이내믹부산 13면 

시정 브리핑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기본계

획 발표

북항, 세계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범정부 통합개발 추진단 공식 출범

다이내믹부산 13면 

시정 브리핑

기장 해수담수화시

설의 가동 및 운영

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MCU) 체결

주민 반대로 2018년 1월부터 가동 중단

식수 아닌 산업용수로 활용, 논란 종지부

다이내믹부산 14면 

기장 해수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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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회적

경제 육성 시행계

획

부산시, 사회적기업 키우기 ‘통 큰 지원’…총 193억원 투자

상생·나눔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경제 활력

다이내믹부산 18면 

시민행복 일자리

원전해체연구소 설

립

부산, ‘원전해체산업’ 중심지로 키운다

고리원전 내에 2021년까지 원전해체연구소 본원 설립

다이내믹부산 19면 

일자리 경제

드림옷장
면접용 정장, 무료로 빌렸어요! 만 18~34세 대상

예약→대여→3박 4일 후 반납, 올해 대여접 5곳으로 확대

다이내믹부산 19면 

일자리 경제

부산광역권 일자리

박람회

130여 개 기업 참가…500여 명 채용 목표

5월 30일 오전 10시~오후 5시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19면 

일자리 경제

부산시 생활주변방

사선 안전관리 조

례

‘라돈’ 등 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로 정한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 제정, 부산시 방호종합 계획 수립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 청년기본조

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

주거안정 등 자립기반 강화 위해 개정안 발의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제8대 부산시의회 

정책토론회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 ‘공공조달 개혁,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책에 시민 목소리 적극 담겠습니다”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2019 어린이날 프

로그램

‘제47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 5월 5일 오전 10시~오후 3시 

벡스코, 부산과학체험관 ‘가족과 함께하는 관람의 날’, 부산시

어린이회관 ‘가족문화대축제’, 국립부산국악원 5월 4~5일 ‘가

얏고 티라노 황금똥의 비밀’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2019 탄소발자국 

일일캠프

1회 용품·화석연료 없는 생활 도전!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저탄소 생활 체험캠프, 10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존중래퍼 경연대회
요! 나는 고등래퍼? 나는 존중래퍼!

5월 7~24일 신청…6월 29일 본선대회 KNN 방영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범시민 스승 존경 

운동

‘스승 존경-제자 사랑’ 함께해요

학교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감사·신뢰 문화의 확산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5월 부산 교육 소식

‘한시준 교수 초청 음악극이 있는 북 토크 콘서트’, 부모와 자녀

가 통하는 성격 유형별 학습법, 가정의 달 기념 가족인형극 ‘토

기의 친구’, 부산상업경진대회, 2020대입 서울 주요대학 설명

회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서영해_파리의 꼬

레앙, 유럽을 깨우

다’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 서영해의 치열했던 삶을 기록하다

6월 9일까지 부산박물관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의 문화Ⅰ

부산전통예술관 개

관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 교육관이자 지역 전통공예의 산실

전통 넘어 대중과 호흡하는 열린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의 문화Ⅱ

부산현대미술관 재

개관

‘부산현대미술관’ 새 봄 혁신의 시동걸다

‘자연·뉴미디어·인간’ 주제 동시대 미술 양상과 방향 제시

다이내믹부산 26면 

5월 가정의 달 문화 

행사

‘날자! 오리배’ 
정태춘·박은옥‘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

5월 10~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27면 

5월 가정의 달 문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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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클라라’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5월 31일 오후 8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다이내믹부산 27면 

5월 가정의 달 문화 

행사

‘백본_

BACKBONE’

호주 아트서커스 그룹 ‘곰(GOM)’의 최신작 ‘백본’ 공연

5월 1~2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27면 

5월 가정의 달 문화 

행사

‘에코 뭐니?’
예술, 환경을 만나다

5월 24~25일 F1963

다이내믹부산 27면 

5월 가정의 달 문화 

행사

낙동강생태탐방선 

코스확대
4월 5일부터 김해 대동선착장까지 코스 확대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금련산청소년수련

원 천체관측·가족

캠핑

공개관측은 11월까지 매주 2·4주 토요일 저녁 7~10시 진행, 

별도 예약 없음

가족야영캠프는 5월 3일~9월 29일 금·토 또는 토·일 참여, 매

달 20일 무렵 다음 달 참가자 모집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무단방치·대포차·불법개조, 꼼짝 마!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5월 부산 축제

부산연등축제, 조선통신사축제, 낙동강구포나루축제,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금정산성역사축제, 부산항축제, 부산원도

심골목길축제, 해운대모래축제, 센텀맥주축제 등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2019.

06

2030부산월드엑스

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

“동북아 해양수도부산, 새로운 미래 연다!”

2023년 BIE 총회서 확정시 한국 최초 등록엑스포 개최

다이내믹부산 04면 

2030부산월드엑스

포

서부산 대개조 비

전 발표

서부산, 산업·문화·생활 중심으로…신(新) 낙동강시대 연다

기존 서부산 관련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새로운 방향의 발전

전략

다이내믹부산 08면 

서부산 대개조

국회도서관 부산분

관 건설

5월 17일 명지국제신도시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기공식

2020년 개관하는 ‘부산도서관’과 함께 영남권 지식 허브 역할

다이내믹부산 11면 

서부산 대개조

2019 부산 원아시

아페스티벌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올해 처음으로 서부산서 개최

케이팝 콘서트·파크콘서트 개최지 북구 화명생태공원으로

다이내믹부산 11면 

서부산 대개조

난임 부부 지원 바

우처 사업

전국 최초 난임 시술비 500만 원 지원

“난임 부부 고통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이내믹부산 12면 

소확행 프로젝트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착공

5월 16일 착공식…2021년 상반기 개장 예정

관광단지 조성 완료시 1만여 개의 일자리 추가 창출 전망

다이내믹부산 13면 

시정 브리핑

다함께돌봄센터 ‘소

정아이꿈마당’ 개소

“방과 후 초등생 누구나 돌봐요”

4월 26일 다함께돌봄센터 제2호 금정구 장전2동에서 개소

다이내믹부산 13면 

시정 브리핑

2019 부산시 해수

욕장 개방일자 공

시

해운대·송정·송도 6월 1일 개장

광안리·다대포·일광·임랑 7월 1일 개장

다이내믹부산 13면 

시정 브리핑

부산시장 관사 개

방

부산시장 관사,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적 공간 제외 도서관 등 90% 이상 개방

다이내믹부산 13면 

시정 브리핑

창업하기 좋은 도

시 부산

창업 자금·업무 공간 부산이 아낌없이 지원한다

스타트업, 마음껏 꿈 펼치고 ‘창공’·‘위워크’ 등 인프라 ‘착착’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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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제로페이
부산 ‘제로페이’ 더 편해지고 가맹점 늘었다

CU·GS25 등 편의점서도 ‘OK’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자본시장 역사 박

물관 개관

금융중심지 부산 위상 한국 금융역사 ‘한눈에’

BIFC 51층에 개관, 한국거래소(KRX) 운영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경제

머물자리론
부산 청년 ‘월세 부담’ 덜어드려요

연 최대 90만 원 은행 이자 지원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경제

시의회 제277회 임

시회

4월 30일~5월 10일 개최. 31건 안건 심사

26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4건 심사보류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조례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시민 없게 부산이 따뜻하게 포용하자”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 조례’ 부산시의회 전국 첫 제정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기업 제품 부산시가 먼저 이용하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제품인식 개선사업 추진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어린이회관 

6월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식물원’, ‘로봇과 놀자! 소프트웨어 놀이체험전’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2019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

시

초·중·고 졸업의 꿈, 검정고시로

6월 17~21일 원서 접수…8월 7일 시험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부산교육 행복제안 

공모

행복한 교육 위한 아이디어 공모

6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서 신청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부산진로진학지원

센터 진학·입시상

담 프로그램 운영

쓰앵님~ 저도 대학 진학정보 얻고 싶어요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맞춤형 입시상담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6월 부산 교육 소식

고 1·2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 6월 모의평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보이는 감각, 제23회 교원미술전람회, SCHOOL OF 

RAP 본선, 가족과 함께하는 별자리여행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2019 부산푸드필

름페스타

영화도시 부산 초여름 물들이는 맛있는 이색영화

6월 20~23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 문화 I

제3회 부산펫&팸

페스티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꿈꾸는 문화축제 한마당

6월 7~9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 문화 I

2019 BIKY 공식 

포스터 공개

신나는 세상에 대한 상상 포스터에 담았어요

7월 9~15일 영화의전당·북구문화빙상센터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문화 I

2019 두레라움 토

요야외콘서트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싱그런 야외음악회

8월 31일까지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 II

네 손가락 피아니

스트 이희아 통일

음악회

이희아와 함께 휴전선을 넘어요

6월 5일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 II

2019 대한민국-우

크라이나 국제교류

음악제

음악으로 만나는 우크라이나…올해는 ‘한국의 자존심 거장 피

아니스트 한동일 콘서트’로 개최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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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자와 베토

벤 ‘고진감래 II’

음악과 철학의 만남, 그 두 번재 무대이자 마지막 무대

6월 22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 II

‘쉽게 읽는 부산역

사서’ 발간

탈 중앙·지역 중심 새로운 ‘부산역사 대중서’ 만든다

고고학부터 근현대사까지 ‘시대·주제별’ 핵심 내용 담을 예정

다이내믹부산 26면 

부산문화 Ⅲ

‘항도부산’ 제38호 

원고 모집

부산역사 연구 두텁게 만들어주세요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역사 전문 학술지…6월 10일 마감

다이내믹부산 26면 

부산문화 Ⅲ

제15회 부산국제무

용제

부산 바다 춤으로 물들다

6월 7~9일 해운대해수욕장·부산문화회관 등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 문화 Ⅳ

국악판타지 ‘꼭두’
국악·영화, 경계 허무는 상상력

6월 13~15일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 문화 Ⅳ

제62회 부산시 문

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

부산의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총 10개 부문에 분야별 1명 선정…7월 15일 접수 마감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 문화 Ⅳ

부산 맥주축제
여름밤엔 맥주지! 시원한 맥주 축제

‘센텀맥주축제’, ‘부산수제맥주페스티벌’, ‘부산수제맥주축제’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제14회 부산국제매

직페스티벌

여름밤의 꿈, 환상적인 매직쇼

6월 25~30일 영화의전당, 해운대 구남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피란수도 부산 문

화재 야행

이야기가 있는 밤 여행, 문화재 야행

6월 21~22일 서구 임시수도기념거리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수국꽃 문화축제
탐스러운 수국꽃 사이 고요한 산책

6월 29일~7월 7일 태종대 내 태종사 일원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6월 부산 축제

부산국제무용제, 센텀맥주축제, 부산수제맥주페스티벌, 부산수

제맥주축제, 낙동강자전거페스티벌, 부산국제식품대전, 부산커

피쇼, 부산 문화재 여행,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수국곷 문화축

제 등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제

모두의 안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2018년 회계 주민

참여결산

당신의 참여가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을 만듭니다

예산 낭비 막고 결산 함께 하고…시 홈페이지서 의견 제출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부산시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 추가 

시행

6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 대상 확대

부산대역 북측·남측 주말·공휴일 요금 ↑…명륜역 야간 요금 ↓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2019.

07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국무총리실 

이관

부·울·경 단체장-국토부 ‘합의’

국무총리실 검토 결과 따르고 시기·방법 세부사항 논의키로

다이내믹부산 06면 

민선 7기 부산시정 1

년-숙원사업 해결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 대저·강동동 

통합 이전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 2026년까지 이전 완료 목표

현 구치소 터, ‘혁신마을로’…교도소 부지, 신도시로 개발

다이내믹부산 07면 

민선 7기 부산시정 1

년-숙원사업 해결 

2019 행복정책박

람회-‘소확행 사업 

시민제안’ 토크쇼 

‘소확행 사업’ 시민제안 접수 후 31건 선정하여 6월 1일 시상

시상식 후 토크쇼 열어 ‘소확행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다이내믹부산 10면 

소확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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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헬싱키 직항 

노선 개설

부산과 유럽을 직항으로 잇는 첫 하늘길

핀에어 주 3회 운영, 내년 3월 개설.

다이내믹부산 11면 

시정 브리핑

2019년 폭염 종합

대책 보고회

올 여름 폭염 대비 철저하게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등 대책 강화

다이내믹부산 11면 

시정 브리핑

부산광역시 홍보대

사 배정남 위촉

‘시민이 뽑는 부산시 홍보대사’ 이벤트에서 투표로 선정

‘간소복’ 패션쇼 및 ‘붓산뉴스’ 참여

다이내믹부산 11면 

시정 브리핑

횡단보도 1,252곳 

설치 확대

사람 중심 보행환경 조성 박차…2022년까지 4년간 35억 원 투

입

올해 5억원 우선 확보하여 305곳에 횡단보도 설치 계획

다이내믹부산 11면 

시정 브리핑

부전역 공영주차장 

2배 확장

230면 규모 9월 준공…도심 주차난 해소

국비 17억 원과 시비 21억 원 등 총 38억 원 투입

다이내믹부산 11면 

시정 브리핑

부산 해수욕장 개

장

낭만·추억·열정 부산 여름바다 활짝 열렸다

일곱 빛깔 이색적인 바다, 해수욕장 7곳 모두 개장

다이내믹부산 12면 

매력적인 여름도시

부산 해수욕장 워

터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화끈한 워터스포츠와 함께 온 몸으로 바다를 느껴보자!

비치 필라테스·비치 피트니스·비치 런 등

다이내믹부산 13면 

매력적인 여름도시

부산시 ‘낭만카페’ 

35곳 선정 발표

로맨틱한 여름밤 기대하나요? 이 카페에 둘러보세요

지역 문화와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선정

다이내믹부산 14면 

매력적인 여름도시

걷기 좋은 부산 워

킹투어

부산 도심 이색적으로 즐기기 캐릭터 스토리텔러와 함께 걷자

남구·수영강·동구 원도심·서부산 4종류 코스 운영

다이내믹부산 15면 

매력적인 여름도시

부산시티투어버스 

야경투어

시원한 바람 불고 발 아래로 흐르는 은하수

낮보다 더 즐거운 여름밤 환상여행

다이내믹부산 15면 

매력적인 여름도시

2019년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부산 청년 인턴으로 뽑으면 인건비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채용시 최대 450만 원을 기업에 지원

다이내믹부산 18면 

민선 7기 부산시정 1

년-청년에게 듣는다

시의회 제278회 정

례회

6월 17~28일 개최. 49개 안건 의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시교

육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다이내믹부산 21면 

제8대 부산시의회 1

년

부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채용과정서 불합리한 차별 부산에선 절대 없도록”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차별 않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다이내믹부산 21면 

제8대 부산시의회 1

년

저소득층·중증장애

인 지원을 위한 조

례 개정

사회적 약자 생활 안정·자립 조례로 돕는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

원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다이내믹부산 21면 

제8대 부산시의회 1

년

2019 대입상담캠

프

올해 대입정보 궁금하다면 여기로!

7월 19~20일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학생용 책·걸상 규

격 전면 개정 요청

불편한 학교 책상·의자 바꾼다

부산교육청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 개정 요청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2019년 부산시민 

독후감 공모

‘범시민독후감’과 ‘원북원부산독후감’으로 분리

9월가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우편 제출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수학어울마당
수학, 친구랑 함께 풀면 재미↑

7월 13일 부산외대 체육관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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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산 교육 소식

부모·자녀 가족 성교육 체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부산교문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시아청소년 교육포럼, 2019 

학생카툰·만화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자녀와 함께 만드는 건강

한 가족밥상, 함께 만들어요! 우리가족 영화 제작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아세안의 삶과 물’

‘물’ 아세안을 잇고 흐르고 만나게 하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기획…9월 22일까지 아

세안문화원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문화 I

‘너는 나에게…반려

동물’

댕댕이와 냥집사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반려동물’과 우리

8월 2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문화 I

2019 부산국제록

페스티벌

스무 돌 맞은 부국페 유료화로 한 단계 ‘점프’한다

7월 27~28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Ⅱ_축제·어

린이

제14회 부산국제어

린이청소년영화제

아이에겐 감성을 어른에겐 감동을…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BICKY로

7월 9~15일 영화의전당, 시청자미디어센터, 북구문화빙상센

터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Ⅱ_축제·어

린이

부산형 도로명 스

토리텔링 여행북 

발간

도로명 주소에 담긴 역사·유래 소개

도로명에 이야기를 입히다

다이내믹부산 26면 

부산 문화Ⅲ_책

영화의전당 야외상

영회

바캉스 천국 부산에서 누리는 시네마파라다이스

가족·친구·연인과 함께…영화·콘서트·춤 공연까지 무료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 문화Ⅳ_공연

옛 동래역사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옛 동래역사’ 국가 등록문화재 됐다

일제강점기 병력 수송 주요 거점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 문화Ⅳ_공연

77콘서트
‘유엔참전국송’의 저변확대를 위한 특별음악회

7월 7일 오후 7시 7분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 문화Ⅳ_공연

2019년 여름 물놀

이 행사

수영구 어린이 워터파크, 부산시민공원 물놀이 마당, 스포원 물

놀이장,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워터페스티벌, 삼락생태공원 수

영장,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해운대 고운바다길 분수, 송상현

광장 바닥분수 등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7월 부산 행사

K-핸드메이드&일러스트레이션페어부산, 부산 반려동물 박람

회, 수국꽃문화축제, 부산국제무용제, 2019 내일은 미스트롯 

전국투어콘서트-부산, 2019 명품 클래식 시리즈 III-여름방학 

청소년 음악회, 복천동 고분군 발굴 50주년 특별사진전 등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부산시 ‘제로페이’ 

페이백 이벤트

7월 1일~9월 30일 이용 금액의 7% 페이백

네이버페이·국민 리브·부산 썸뱅크·경남 투유뱅크·농협 앱캐

시·수협 파트너뱅크·머니트리모바일·티머니 등 8개사 앱 참여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2019.

08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

“부산청년 ‘자립·활력·참여’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주택·월세·여행·영화 관람 등 주거·문화·복지 지원 대폭 확대

다이내믹부산 02면 

청년중심 도시 부산

구포가축시장 폐업
구포가축시장 역사 속으로…60년 난제 풀었다

강제 폐쇄 아닌 합의 따른 전국 첫 폐업 사례

다이내믹부산 08면 

부산형 동물복지

부산시 국제 스포

츠 도시 도약

축구 손흥민·골프 고진영·탁구 장우진…스포츠 ★들 부산 집결

올해부터 내년까지 메이저 스포츠 국제 대회 잇따라 개최

다이내믹부산 10면 

국제 스포츠 도시 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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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야간 문화

이벤트 확대

“한여름 밤 ‘문화 산책’ 마음이 부자 된 느낌!”

부산박물관·부산시립미술관 야간 개관 확대, 산복도로 옥상 달

빛극장·찾아가는 달빛극장’도 개최

다이내믹부산 16면 

소확행 프로젝트

강다니엘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

‘시민이 뽑는 부산시 홍보대사’ 이벤트 결과 선정

강다니엘 “더 좋은 부산 위해 힘 보탤 것”

다이내믹부산 17면 

시정 브리핑

폭염 대피시설 확

대 설치

그늘막·쿨루프·쿨링포그 등 68곳 추가 운영

재난관리기금 5억 5천만 원 추가 투입

다이내믹부산 17면 

시정 브리핑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시민 편의성 제고와 투명성·공공성 강화, 효율성 향상 목표

버스노선 개편·회계 공유시스템 구축 등 추진

다이내믹부산 17면 

시정 브리핑

부산역-도시철도 

연결 지하통로 개

통

도시철도역~KTX역 바로 연결
다이내믹부산 17면 

시정 브리핑

부산시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코렌스 

유치

부산, 전기차 생산 메카로 뜬다!

강서에 3천억 들여 제조공장 설립, 협력업체 20곳 동반 입주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부산형 일자리 미

스매치 해소 대책 

선포식

부산, 일자리 미스매치↓, 근무환경 개선한다

2022년 목표 고용률 65%, 채용규모 대비 미충원 인력비율 5% 

목표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부산, 블록체인 특구로 혁신성장 속도↑

산업 구조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경제

부산청년 옹기종기
동아리·봉사단체…청년 모임 응원합니다!

60개 팀 선정…활동비 팀별 최대 100만 원 지원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경제

시의회 제279회 임

시회

7월 10~24일 개최. 17건 안건 심사.

12건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보류(‘2025년 부산도시관

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을 위한 조례

“감정노동자 인권 조례로 보장한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산시

의 역할과 책무 규정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

한 조례

사회적 약자 ‘집 걱정’ 없게 사회주택 지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2019년 2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출

범

7월 10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구성

“시민 입장에서 예산 철저 심사할 것”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부산시의회 ‘시의회 

홍보관’ 리모델링

#부산시의회 #시민제안 우체통 운영

평범한 전시장에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홍보관으로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부산 1호 매입형 유

치원 3곳 선정

엄궁제일유치원, 금곡하나유치원, 화명인재유치원 최종 선정

2020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재탄생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로봇특별전’
놀면서 과학 공부 어때요? 인공지능 로봇과 소통

8월 6~18일 부산과학체험관, 개관 3주년 기념전시회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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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문학생카

툰만화공모전 입상

작 전시회

청소년이 그린 카툰 보러오세요

갤러리 예문, 부산시교육청 갤러리 공감에서 전시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토요가족 숲 체험

가족 함께 편백나무 숲길 산책

9월 21일~10월 12일 매주 토요일 어린이회관 상태체험실·인

근 숲 코스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8월 부산 교육 소식

2020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제2회 검정고시 수여식, 지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자녀 성교육, 컴퓨터코딩교실, 토요 가족 

분수체험, 부산시민 독후감 공모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핀란드 웨이브

(Finnish aalto)

자작나무 숲과 우아한 곡선 여름 부산으로 초대된 북유럽 감성

핀란드 전통 디자인부터 현대미술까지 한자리에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 문화Ⅰ_전시

2019부산바다미술

제

2019바다미술제 ‘상심의 바다’에서 생태와 삶을 읊조리다

9월 28일~10월 27일 다대포해수욕장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 문화Ⅰ_전시

‘잠자는 숲속의 공

주’

한여름의 겨울왕국 놓치면 후회할 여름방학 특별공연

상트페테르 국립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8월 8~9일 부산문화

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Ⅱ_핫 이슈

제7회 부산국제코

미디페스티벌

뜨거운 여름을 강타할 시원한 웃음이 쏟아진다

8월 23일~9월 1일 영화의전당 등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Ⅱ_핫 이슈

서머 스페셜 2019
영화로 떠나는 한여름의 낭만여행

3개 섹션 27편 상영…7월 16일 시작해 8월 15일가지

다이내믹부산 26면 

부산문화III_사진·영

화

부산바다축제
‘풀 파티’·‘물의 난장’ 여긴 꼭 가봐야 해

8월 2~6일 해운대·광안리 등 5개 해수욕장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2019부산국제광고

제

세상 바꿀 신선한 아이디어 다 모였다

8월 22~24일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일제강제동원역사

관·동삼동패총전시

관 방학 프로그램

놀면서 배우는 신석기·일제강점기 역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8월 24일까지, 동삼동패총전시관 8월 

9·16일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승용차요일제 일시

적 해제

여름휴간데 승용차요일제? 올해는 걱정 마세요

7월 29일~8월 9일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부산 브랜드페스타 

2019

부산 우수기업 제품 한자리에 모인다

8월 9~11일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2019.

09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민 모두의 축제로

K-POP 엑스포부터 음식축제까지 부산과 한국 매력 다양하게 

홍보

다이내믹부산 04면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누구나 안전·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지켜드릴게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저상버스, 횡단보도 음향신호

기, 장애인 보장구, 임산부 ‘핑크라이트’ 등 지원 확대

다이내믹부산 10면 

교통약자 행복도시

시내버스 공공와이

파이 구축

버스 타면 데이터 걱정? 부산에선 ‘빵빵’해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대중교통 편리행’

다이내믹부산 14면 

소확행 프로젝트

부산시 대중교통 

편의 증진

대중교통, 이렇게 더 편리해집니다!

환승정류소-도시철도 간 보호지붕, 버스정류소 온열의자·에어

커튼, 도시철도 지상역 고객대기실 설치

다이내믹부산 14면 

소확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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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튜브 채

널 개편

‘붓싼뉴스’ ‘B공식채널’ 통통 튀네

민선 7기 부산시 유튜브 채널 2개 특화 운영

다이내믹부산 15면 

시정 브리핑

부산시 수소차 보

급

2022년까지 수소차 4,500대 보급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1대 3,450만 원 지원

다이내믹부산 15면 

시정 브리핑

제12회 부산국제광

고제

부산국제광고제, 세계적 광고제 우뚝

60개국 2만645편 출품…아시아 최대 규모

다이내믹부산 15면 

시정 브리핑

부산시 도시가스 

요금 동결

2년 연속 1㎥당 86.72원…안전점검 비용도 면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의무투자자금 85억 

원 확보

다이내믹부산 15면 

시정 브리핑

수출 규제 지원 대

책단 출범

일본 경제 보복…부산시, 피해 기업 돕기 잰걸음

부산 2천841개 기업 영향…100억 원 규모 특례자금 운영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2019 부산 장노년 

일자리박람회

9월 18일 오전 10시~오후 5시 시청 로비

직접 채용 30곳, 간접 채용 30곳 참가, 100명 채용 예정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부산창업카페
커피 향과 함께 아이디어가 ‘모락모락’

아이디어부터 자금 마련까지 창업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경제

시의회 제280회 임

시회

8월 27일~9월 6일 개최, 39건 안건 심사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결정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 사회적 약

자 지원 조례

사회적 약자, 조례로 더 꼼꼼히 챙긴다

학교 밖 청소년,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장애인 등 소외 이웃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 공공기관 

청소용역노동자 고

용안정과 처우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라!

청소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적용되는 대상 확대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의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구성

일본 경제 보복 시민 힘 모아 이겨내자!

부산시의회, 8월 12일 ‘일본 수출 규제 규탄 및 부산경제 기살

리기 결의대회’ 개최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부산 관광 홍보 캠

페인

초선 시의원들, 서울서 “부산 놀러오세요~”

8월 14일 서울역·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개최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부산유아교육체험

원(놀이꿈터) 개원

자연과 교감하며 신나게 놀자!

9월 19일 기장군 철마면에 개원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임시정부 대장정 

통일미래 프로젝트

부산 고교생 항일 독립운동 현장 탐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우리가 만드는 아

름다운 학교 UCC

아름다운 학교 UCC 공모전

부산 중학생 대상…11월 22일까지 응모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2019학년도 부산

광역시교육감배 학

교스포츠클럽대회

부산 학생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

‘스포츠맨십 서약’ 처음 도입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9월 부산 교육 소식
제6기 학부모 아카데미, 2019 예문교직원 사진서예전, 고등학

교 합창합주 발표회, 가을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랜덤 인터내셔널’
첨단기술과 예술의 만남, 철학적 질문을 던지다

부산현대미술관 해외특별전…내년 1월 27일까지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 문화I_핫 이슈

‘빛의 화가들’
새로운 빛의 예술로 부활하는 빛의 화가들

9월 29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II_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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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 다’ 개관
우리나라 최초 미디어아트 미술관 문 열었다

내년 2월 16일까지 개관전 ‘완전한 세상’ 개최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 문화II_ART

산복도로 옥상달빛

극장

달빛 방석 깔고 영화 보는 재미 부산에만 있다~

9월 8일까지 천마산에코하우스

다이내믹부산 26면 

부산 문화Ⅲ_영화

‘부산: 그때도 있었

고 지금도 있다“

부산 원도심을 이야기하다

부산문화회관 주최, 9월 15일까지 F1963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 문화Ⅳ_문화종

합

‘거침없이 얼씨구’
조선의 아이돌 이희문과 놀아보세

9월 6일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 문화Ⅳ_문화종

합

2019 부산원아시

아페스티벌

K-POP의 모든 것 알고 싶다면 2019원아페 티켓 예매하세요

9월 중순 2차 티켓 오픈…1만 3천 석 판매 예정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 문화Ⅳ_문화종

합

2019 추석연휴 문

화행사

용두산공원 한복체험관 ‘아담’, 헤리티지 1023 부산여행, 부산

박물관 ‘한국의 수중 보물, 타임캡슐을 열다’·민속놀이 한마당, 

정관박물관 ‘삼국시대 동물 이야기’·민속놀이 체험 마당 등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동아시아 문화의 

숲’

한·중·일 문화 한자리서 체험한다

9월 21~22일 부산시민공원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부산을 걷는다 함

께해요 광안대교 2

차 행사

광안대교를 걷는다는 것, 바다의 품으로 첨벙 뛰어든다는 것

2차 개방 9월 22일 오전 7시 30분~10시 30분

다이내믹부산 32면 

광안대교 시민 개방

2019.

10
부마민주항쟁 국가

기념일 지정

부마항쟁 40주년…‘10월 16일’ 국가기념일 지정

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 첫 참석 전망

다이내믹부산 04면 

부마민주항쟁 40주

년

부마민주항쟁 40주

년 시민 참여 프로

그램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그날의 함성 함께 느껴요

‘부마1979·유신의 심장을 쏘다!’, 부마민주영화제 등 다양한 행

사 개최

다이내믹부산 12면 

부마민주항쟁 40주

년

내부 순환 도시 고

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첫 삽

지하터널로 동·서부산 10분대 연결…2024년 완공

다이내믹부산 15면 

시정 브리핑

동남권광역관광본

부 설립

부·울·경, 관광산업 함께 키운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립…공동 관광벨트 조성 추진

다이내믹부산 15면 

시정 브리핑

부산시 도시철도 

요금손실 지원 방

침 변경

부산교통공사 책임경영·공공성 강화 ‘혁신’

부산시, 2020년부터 요금손실 전액 지원 않고 정액 지원키로

다이내믹부산 15면 

시정 브리핑

구포 일대 생태·문

화 밸리 조성사업

구포 생태·문화 밸리 조성 박차

낙동강~도심 연결 보행전용 다리 건설 가시화

다이내믹부산 15면 

시정 브리핑

도시철도 1·2호선 

급행열차 도입 계

획 발표

부산 도시철도 1·2호선 ‘급행열차’ 달린다

노포~다대포 78분→44분, 장산~양산 85분→54분

다이내믹부산 16면 

대중교통 혁신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으로 보행자·운전자 모두 안전 지켜요

시내 50km·동네 30km 차량 속도 제한, ‘너도나도 안전행!’

다이내믹부산 17면 

소확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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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

200개 기업 700명 채용 목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특강

10월 17일 벡스코…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사전신청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경제

복합문화공간 유라

시아 플랫폼 개소

부산역 광장 ‘창업·문화 공간’ 변신

‘유라시아 플랫폼’ 문 열어, 스타트업·시제품 갖춰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경제

센텀기술창업타운

“가상현실·사물인터넷, 부산이 이끈다”

지자체 최초로 민간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 프로그램 도

입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경제

시의회 제280회 임

시회

8월 27일~9월 6일 개회, 43개 안건 심사

31건 원안 가결, 11건 수정 가결, 1건 심사보류(‘부산시 공공기

관 청소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 

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 규제 철회하라!”

부산시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단호한 대응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시 데이터 기

반 행정업무처리 

활성화에 관한 조

례

“빅데이터 분석 바탕 효율적 정책 추진을”

수치화된 데이터를 공공부문 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활용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부산다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

을 위한 정책토론

회

“부산형 주민자치 풀뿌리부터 시작하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도시안전위원회 학

장천 현장점검

“더 나은 시민 삶 위해 밤·낮 없이 뛴다”

친수공간 조성 현황 및 시민들의 야간 이용 실태 등 점검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의회

가을도서문화축제-

오션북 페어

김종대·박시백…작가들과 북 토크

10월 12~13일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아미르공원 일원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2019 수학축제
수학, 이제 놀면서 배워요

10월 26~27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제4회 부산 소프트

웨어 교육 페스티

벌

컴퓨팅 사고력 키우려면?

10월 16~17일 벡스코 제1전시관 3A홀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10월 부산 교육 소

식

2020년 교원임용시험 공고, 2021·2022대입 입시설명회, 世

(세) 울림과학축전, 학부모특강-내 아이 민주적 리더로 키우는 

부모훈련기술,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가을 도보 여행 프

로그램

원도심스토리투어 시즌2-문화로(路)부산바로여행, 걷기 좋은 

부산 워킹투어, ‘부산 해파랑길 트랙&트립 시즌2, 뚜벅뚜벅 부

산건축투어 등

다이내믹부산 24면 

생활정보

2019 제24회 부산

국제영화제

10월 3~12일 6개 극장 37개 스크린에서 85개국 303편 상영

개막식 사회 정우성·이하늬, 고레에다 히로카즈 등 내한

다이내믹부산 34

면 부산 문화_2019 

BIFF

2019 바다미술제

생태에 관한 철학적 질문, 미술에 담아낸 ‘상심의 바다’ 출렁이

다

12개국 20여 명(팀) 참가…10월 27일까지 다대포해수욕장

다이내믹부산 36면 

부산 문화_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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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산오페라

위크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오페라의 매력…부산 오페라축제, 당신도 

함께 할래요?

부산문화회관 첫 제작 ‘리골레토’ 눈길…10월 31일까지

다이내믹부산 38면 

부산문화_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

회

가을이면 엘가·브람스 들어야죠…첼리스트 김두민 협연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38면 

부산문화_공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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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아세안을 부산으로, 부산을 세계로”

부산,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주도

다이내믹부산 2면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부산시민공원 재정

비촉진사업 합의

“부산시민공원, 시민 모두의 열린 공간으로”

공원 주변 재정비구역 아파트 평균 층수 낮춰

다이내믹부산 10면 

부산형 도시재생

2019 하반기 도시

재생 뉴딜사업 공

모 4곳 선정

영도 대평동·남구 용호·사상 괘법·사하 괴정

낙후지역 산업기반 회복, 혁신거점 공간 조성

다이내믹부산 11면 

부산형 도시재생

원도심 대개조 비

전

부산 근현대사 중심 ‘원도심’ 부활 날갯짓

물길·도심길·하늘길·이음길 사업 등 27개 세부 핵심사업 공개

다이내믹부산 12면 

원도심 대개조

우리 동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

원사업

음식점 입식좌석으로 골목상권에 새바람이 불다

65개소 입식 식탁 교체…구·군 확대 시행, 추가 200곳 선발

다이내믹부산 13면 

소확행 프로젝트

부산시 친환경 자

동차 산업

르노삼성자동차·동신모텍 트위지 부산공장 생산 개시

수소차 구입시 구매보조금 지원 및 수소충전소 2기 개소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지스타 2019
게임의 바다 ‘부산 지스타’ 열린다

역대 최대 규모 예약…11월 14~17일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경제

부산글로벌게임센

터

“부산서 만든 게임 세계로 가자!”

부산 게임산업 성장의 발판, 매년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개

최

다이내믹부산 19면 

부산 경제

부산시·경남도 광

역의회 부마민주항

쟁 관련 기념 조례

안 동시 제정

“부마민주항쟁의 정신 부산·경남 함께 기리자”

진상조사 기간 연장 촉구, 추모·기념사업 추진 등 참가자 명예

회복 힘 모으기로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시의회 제281회 임

시회

10월 14~25일 개최. 76건 안건 처리.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

례안

“아빠가 적극 육아 참여 사회 분위기 조성하자”

아바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기대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부산시교육청 어린

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아이들 맘 놓고 놀 수 있도록 조례로 보장하자!”

매년 OECE 최하위권 아동행복지수의 개선 기대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2020년도 유치원 

육아 모집

유치원 입학 준비 ‘처음 학교로’에서!

11월 1일부터 회원 가입…5일 원서접수 시작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2019학년도 부산

직업교육박람회

직업교육박람회에서 꿈 펼치세요

37개 특성화·마이스터고 참여…11월 7~9일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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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 다모아 

앱
가정통신문·식단·자녀 위치정보 등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림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소프트웨어 마이스

터고’ 2021년 3월 

개교

부산산업과학고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전환·지정 최종승인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 전액 면제, 노트북·장학금 지

원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꿈 빛 놀이터’ 개장
10월 11일 서면 놀이마루 운동장에서 개장

소통형 미디어 시설로 조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11월 부산 교육 소

식

갤러리 예문 초청기획전 ‘예문 HADA 프로젝트 part4.’,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특별연

주회, 2020학년도 공·사립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학생참

여 학교밥상 경진대회, 영양·식생활 교육 체험 한마당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장한나&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천재 소녀와 천재 소년,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로 만나다

피아니스트 임동혁 협연 눈길…11월 14일 오후 7시 30분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문화_음악

베토벤 탄생 250주

년 기념 백혜선 공

연

친구가 떠난 후에도 우정은 계속된다…고 이명아 부산아트매니

지먼트 대표 추모

12월 3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24면 

부산문화_음악

프렐조카쥬 발레단 

내한공연 ‘프레스코

화’

클래식 발레와 현대무용, 파격과 혁신의 열정을 만나다

11월 6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문화_춤·영화

제8회 스웨덴영화

제

영화로 만나는 스칸디나비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11월 7~13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문화_춤·영화

‘2019 아세안 영화

주간-아세안 영화, 

현재를 만나다!’

영화를 매개로 한-아세안 간 문화 이해 및 친선 도모

11월 15~16일 영화의전당

다이내믹부산 25면 

부산문화_춤·영화

‘이우환과 그 친구

들’ 첫 번째 시리즈 

‘안토니 곰리: 느낌

으로’

이우환공간이 처음 선택한 영국 조각가 안토니 곰리

10월 18일 개막, 내년 4월 19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공

간 1층

다이내믹부산 26면 

부산문화_전시

‘바다의 보석, 나전

칠기로 빛나다’

나전, 바다가 빚은 영롱한 빛의 예술

12월 22일까지 부산어촌민속관 2층 기획전시실

다이내믹부산 26면 

부산문화_전시

‘잃어버린 빛을 찾

다-대한민국 임시

정부’

임시정부, 고난과 도전의 27년…파란만장했던 여정 펼쳐보인

다

11월 24일까지 부산근대역사관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문화_박물관

‘부산노포동유적 

III’

집단 간 세력 경쟁 치열·부뚜막 사용

가야 초기 부산 밝혀주는 실마리 담았다

다이내믹부산 27면 

부산문화_박물관

11월 부산 행사

부산국제수산엑스포, 부산머니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아

세안 해외취업박람회, 서면트리축제,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

축제, 해운대라꼬 빛 축제, 부산국제식품박람회, 부산국제차·공

예박람회, 부산 홈·리빙&생활용품전시회, 부산유기농·친환경·

귀농귀촌박람회 등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2030부산월드엑스

포 주제 공모전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 함께 정해요

최우수상 500만 원…11월 29일까지 우편·이메일 신청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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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산시 주민

참여예산 홍보콘텐

츠 공모전

캐릭터·일러스트·이모티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응모

11월 15일 이메일 신청…12월 10일 최종 선정 작품 발표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2019 가구주택기

초조사

조사원 방문해도 놀라지 마세요…11월 6~25일 실시

기본 4가지(주소·거처 종류 등)와 특성 8가지(빈집 여부·거주 

가능 가구 수·건축 연도·옥탑 여부·난방 시설 등) 조사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정보

‘턴 투워드 부산’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 추모 행사

11월 11일 오전 11시 유엔기념공원 향해 1분간 묵념

다이내믹부산 30면 

특별기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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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 ‘부산 특별정상회의’서 한국과 아세안 평화·번

영 미래 열다”

‘신남방비전 2.0’ 담은 부산 선언 채택

다이내믹부산 2면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재1차 한·메콩 정상

회의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최초 개최

한·메콩 공동번영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

다이내믹부산 3면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부산의 역점산업 

시찰 프로그램

아세안 경제인·공무원·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부산의 산업현장 

시찰

지역 첨단시설 홍보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제공

다이내믹부산 4면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에코델타 스마트시

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

11월 24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 행사로 치러져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을 아세안 각국 정상들에게 알

리는 데 주력

다이내믹부산 5면 

2019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부산 지역화폐 ‘동

백전’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올해 안으로 300억원 시범 발행. 내년에는 1조 원 발행 목표.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부산글로벌웹툰센

터

영화·드라마로 벋어나가는 ‘부산 웹툰’ 기대하세요

웹툰 이미지와 지역 웹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활용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웹케시·트랜스코스

모스코리아와 투자 

양해각서(MCU) 체

결

핀테크·컨택센터 기업 부산에 일자리 400개 더

연구개발센터 설립·지사 확충

다이내믹부산 18면 

부산 경제

2019년 부산시의

회 결산

“완전히 새로운 부산 시의회, 앞장 설 것”

올 11월까지 안건 심의 298건 활발한 의정 활동 돋보여

다이내믹부산 20면 

열린 의회

시의회 제282회 정

례회

“내년 부산시·교육청 예산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

11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개최. 24건 안건 심사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신혼부부 ‘집 마련’ 돕는 조례 나왔다

최대 1억 원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17개 시·도 최초

다이내믹부산 21면 

열린 의회

2019 창의융합페

스타

교육, 과학·예술 창의·감성과 만나다

2019 창의융합페스타… 12월 17~18일 벡스코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2019 부산학생사

진동아리작품전

청소년 사진 작품 보러 오세요

부산학생사진동아리작품전… 12월 20일까지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조부모와 함께하는 

과학체험의 날

올 크리스마스, 체함활동으로 더 신나게!

과학체험관·유아고욕진흥원 특별 프로그램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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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릴레이 

한마당

고3·중3 위한 ‘문화예술 릴레이 한마당’

12월 10~20일…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제12회 교육메세나

탑 시상식

교육 기부문화 상징 ‘교육메세나탑’ 시상

64개 기관·기업·단체·개인 등에 수여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12월 부산 교육 소

식

2019 원북원 부산 토론회, 제2기 학부모 플러스 아카데미, 부

산광역시교육청-부산시 공동세미나, 부산다행복교육 한마당, 

2019 놀자별쇼 등

다이내믹부산 23면 

부산 교육은 지금

‘미얀마의 불교미

술’

부산에서 만나는 아세안의 미술

내년 1월 12일까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다이내믹부산 26면 

박물관에서 만나는 

전시

‘창령사 터 오백나

한’

울고 웃는 순박한 얼굴, 사람을 닮은 나한

내년 2월 2일까지 부산박물관 기증전시실

다이내믹부산 26면 

박물관에서 만나는 

전시

‘2019 제야음악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 인간의 목소리로 한 해를 보내다

12월 31일 밤 10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다이내믹부산 27면 

공연

부산시향 2020년 

시즌 정기연주회 

티켓 오픈

모리스 라벨의 관현악 전곡 사이클 시작…2022년까지 완주

2차(9~12월) 판매 12월 5일 오전 10시

다이내믹부산 27면 

공연

12월 부산 행사

부산반려동물박람회, 동아시안컵축구대회, 부산핸드메이드페

어, 2019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가덕도 대구축제, 부산건축

박람회, 부산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서면트리축제, 부산크리

스마스트리문화축제, 해운대 빛축제 등

다이내믹부산 28면 

생활정보

희망2020나눔캠페

인

나눔으로 이웃사랑 동참하세요

내년 1월 31일까지 127억 원 모금 목표

다이내믹부산 29면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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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이모저모(1월)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1/1

지자체장 

신년사

“동남권 관문공항 건립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 부산일보 04면 특집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만들 것” 국제신문 10면 특집

“오직 민생만 생각할 것” 부산일보 05면 특집

“시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국제신문 10면 특집

부산 시정

이동재 해양수산연수원장 임명 부산일보 29면 인물

‘유치원·어린이집 10m 내 금연’ 첫날부터 혼선 부산일보 14면 사회

연구활동에만 그친 ‘해양 브레인’ 산업육성 주체로 국제신문 08면 특집

“해양산업 창업·부산이전 유도 … 일자리 창출 기여” 국제신문 08면 특집

“공무원 스트레스를 날려라”… 지자체마다 대책 분주 국제신문 13면 사회

독감 백신 예방효과 커… 4월까지 방심 말고 접종을 국제신문 24면 건강

“양성평등 정책 시민 공감토록 SNS로 소통할 것” 국제신문 29면 인물

부산 경제

“새해도 경기 어렵다” 지역 중기 업황전망 ‘싸늘’ 부산일보 15면 경제

고삐 풀린 부산 소비자물가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싱가포르 첫 하늘길에 항공사들 눈독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상업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4.51% 1.26%씩 올라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벤처 지난해 정부기관 3억 납품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생활임금 9894원으로 인상 아시아투데이 36A면 지역

개성공단 상품 알리기 분주…재가동 희망의 끈 아시아투데이 25면 경제

“새해 부산으로 오이소” 중화권 관광객 유치전 ‘후끈’ 파이낸셜 06면 종합

부산 정치

“부산발전 위해 초당적 협력·소통에 만전” 부산일보 29면 인물

경제 부처 수장 신년사 화두 ‘경제활력·혁신·안전’ 부산일보 15면 경제

새해 ‘신발끈’ 다시 죄는 지역 정치권 부산일보 12면 정치

부울경 공들이는 여야 구심점 될 인물 선정에 고심 국제신문 05면 특집

조국 “三人成虎… 민간인 사찰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홍콩 야경 저리 가!’ 해운대 마린시티 관광지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1월부터 평일 시민 할인 부산일보 15면 경제

올해 시민회관은 유쾌한 문화놀이터 국제신문 16면 문화

세계적 공연 꿈의 뮤지컬 전용관 열린다 국제신문 16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김해공항 확장 재검토” 경향신문 14면 사회



2019년 시정일지

42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국토부 김해신공항 강행? 반발 거세지는 부·울·경 서울경제 22면 사회

“동남권 관문공항 건립 이뤄낼 것” 파이낸셜 02면 종합

3·1운동 

100주년

못다 한 ‘반쪽기림’ 잊힌 함성 깨우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한독립 만세” 그날의 함성 다시 한번 부산일보 02면 특집

“독립유공 서훈 받으려다 ‘박사학위’까지 딸 판” 부산일보 03면 특집

독립운동 현충시설 경북 최다 156개 부산은 32곳 부산일보 03면 특집

창업 1번지 

부산

시민 힘 모아… 부산을 ‘창업 1번지’로 국제신문 01면 종합

단디벤처포럼 등 창업 네트워크에서 스타트업 정보교환 국제신문 02면 특집

창업펀드로는 한계… 크라우드 펀딩 등 선순환 구조 만들자 국제신문 03면 특집

‘타이어비즈’ ‘리턴박스’처럼… 현장형 창업 넓혀야 국제신문 03면 특집

금정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간행

부산박물관 “금정산성 망루, 망루 아닌 창고 가능성” 부산일보 14면 사회

“금정산성 망루, 무기고 같은 창고일 가능성 커” 국제신문 16면 문화

“금정산성 건물터, 망루 아닌 돈대·무기고였을 것” 세계일보 23면 문화

동래구 예정없던 벌목에 명장공원 조성 사업 또 제동 국제신문 12면 사회

북구 구포 개시장은 ‘옛이야기’, 반려견과 찾는 공간으로 변신 한겨레 12면 전국

1/2

부산 시정

시민이 그린 부산 미래 “관광도시로 일자리 창출을…”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산발전연구원→부산연구원으로 제2 도약 부산일보 19면 사회

부산시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 실시 부산일보 10면 특집

주택가 ‘골칫거리’로 버려진 중국 공유자전거 ‘오포’ 부산일보 18면 사회

‘반도 말단’ 부산, 새 시대 ‘대륙 관문’ 내달리자 부산일보 03면 특집

철도 시종착지·나진항 물류센터… 부산시 선제적 추진 부산일보 03면 특집

“펄펄 뛰는 자갈치시장 활어처럼 부산경제 활력 되찾도록 힘쓸 

것”
국민일보 14면 사회

부산 고교 1학년 전면 무상급식 동아일보 18D면 영남

“지하철 연장” “임대주택 반대” 지역판 국민청원 열어보니 중앙일보 18면 사회

“좋은 일자리 늘린다”…정책마켓 운영·민관기획단 신설 서울경제 29면 전국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의료기 개발·마케팅 등 지원 서울경제 29B면 전국

市, 세계등록엑스포 유치 팔걷는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 대표 상품은 역시 ‘부산 어묵’ 부산일보 19면 사회

생산부터 저장·운송·소비까지 ‘수소 산업 생태계’ 깔아야 부산일보 08면 특집

수소선박 연구 원년… ‘오염 배출 0’ 신세계로 항해 부산일보 08면 특집

‘6억 아세안시장 공략’ 발 벗고 나선 부산 기업 부산일보 24면 경제

부산 노는 땅·시설 이전지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부산일보 1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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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적자에도 조성금 지급’ 사라진다 부산일보 27면 경제

신항 남측 배후단지 거가대로와 연결 부산일보 27면 경제

북항 ‘카지노 복합리조트’ 찬성 52.0% 반대 41.3% 부산일보 04면 정치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세계 7번째 6000억 불 돌파” 부산일보 13면 종합

부산시 ‘사전협상제’ 완화로 노는 땅 개발 활성화 기대 국제신문 08면 종합

부산 찾은 성윤모 “조선기자재·車부품 수출 적극 지원”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 정치

“오 시장 못한다” 42%, “잘한다” 36% 부산일보 01면 종합

서부산만 吳 ‘긍정>부정’…50대 이상·남성 더 박한 점수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산시민 민주당·한국당 지지도 ‘0.1%P 격차’ 초박빙 부산일보 05면 정치

찬성 42% 반대 44% ‘팽팽’ 부산일보 05면 정치

41.1% “쇄신 규모 작았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만만찮은 내공 재발견 PK 총선 ‘조풍’ 부나 부산일보 16면 정치

부산 여야정 4일 신년 회동… 올해 상생·협치로 출발할까 국제신문 08면 종합

“영상 유권자 선점하라”… 유튜브에 푹 빠진 ‘여의도 정가’ 국제신문 04면 특집

부산 문화

‘기해년’ 첫 날 부산 해맞이 명소 27만 명 몰렸다 부산일보 14면 종합

“반갑다! 기해년”… 부산 해돋이 명소 27만 명 몰려 국제신문 11면 사회

“365일 영화제 열리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부산일보 33면 인물

‘리멤버 1919년 부산’… 그날 그곳의 만세함성 다시 울린다 국제신문 07면 특집

문화예술계, 기념공연·행사도 줄이어 국제신문 07면 특집

부산 도심 보행길을 끊김없이 안전하게 국제신문 01면 종합

바다·강 위까지 ‘뚜벅뚜벅’… 차에 빼앗긴 보행권 시민 품에 국제신문 03면 특집

걷기문화의 상징 갈맷길 본사 그린워킹이 시발점 국제신문 03면 특집

마린시티 등 부산 6곳 한국관광 100선 선정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 태종대·마린시티 등 6곳 한국관광 100선에 한국경제 28A면 지역

서울로 7017·부산 마린시티 ‘韓관광 100선’ 세계일보 24면 문화

문화재단 ‘비전 2030’ 수립.명품공연..변화와 희망 연주 국제신문 05면 특집

“영화의전당·BIFF 통합해도 고용불안 없을 것” 국제신문 20면 문화

오페라하우스 건립한다는데 콘텐츠보다 시스템 부재가 더 

걱정
국제신문 21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전면 반대” 부·울·경, 국민청원 추진 한겨레 14면 전국

김해신공항 지역 반대에도 원안 강행 경남신문 04면 종합

부산시 공공

데이터 추가 

개방

부산시, 생활 밀접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부산일보 14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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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환경방사선 정보 등 50종 공유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시, 환경방사선 등 공공데이터 개방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시 공공데이터 활용 쉬워진다 파이낸셜 08면 부산

북구 금곡첨단산단 높은 주거용지 비율에 발목 잡히나 부산일보 14면 종합

해운대구 ‘주민 놀이터’ 해운대놀이센터, 놀잇감 없어진다 부산일보 19면 사회

1/3

부산 시정

女 청소년. 생리대 구매 바우처 받는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2017년 7월 20일’ 단서조항에 실직 위기 부산일보 02면 종합

‘불나면 대책 없는’ 소규모 숙박시설 부산일보 10면 사회

1회용 비닐 금지, 아직은 ‘요란한 빈수레’ 부산일보 11면 사회

“새마을운동 가치 여전… ‘독재 유산’ 오해 거둬주길” 국제신문 31면 인물

을숙도대교 퇴근차량 할인시간 확대 보류 국제신문 07면 사회

자기 차 아니라고… 구·군 관용차 툭 하면 사고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시, 올해부터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교통약자에 저상버스 예약 서비스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공공기관 근로자 생활임금 혜택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시, 올해 고 1까지 무상급식 확대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경제 활력’ 다짐한 신년회 부산일보 01면 종합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산상의 신년 인사회 국제신문 14면 경제

또다시 불거진 ‘관광마이스 홀대론’ 부산일보 17면 경제

‘해수동’ 공인중개사들, 조정지역 해제 대정부투쟁 나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달성 또 실패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정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선거제 개혁 ‘화두’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초박빙 지지율에 놀란 민주·한국당 “이젠 총선 모드”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여성 금배지 또 ‘0’? 부산일보 08면 정치

연초부터… 정부·지자체 갈등 충돌 조짐 한국일보 11면 사회

부산 문화

오펜하임 유작 ‘꽃의 내부’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오르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오펜하임 예술품 달맞이 언덕에 설치해야” 국제신문 10면 사회

금정시문·나병원기념비 ‘돌 위의 역사’ 기록하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F1963 다 즐기려면 하루도 짧다 국제신문 21면 레저

“씨름 유네스코 남북 공동등재로 부활 기대” 국제신문 30면 인물

부산시 

수소차 산업

부산서 수소차 사면 보조금 3450만원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2022년까지 수소차 1000대 보급 국제신문 14A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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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소車 보조금 3450만원 ‘전국 최고’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수소차 중심도시 도전 나서는 부산 한겨레 10면 전국

부산시, 수소도시 생태계 구축 ‘본격화’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000대 보급 머니투데이 22면 사회

‘수소산업 선도도시’ 액셀 밟는 부산 서울경제 33A면 전국

부산서 수소차 몰면 보조금 3450만원 받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수소도시 생태계 만든다 한국경제 29A면 지역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 거부” 시민운동 불붙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상의·경총 ‘미래 위한 관문공항 필수’ 한목소리 부산일보 03면 사회

전재수 “가덕도신공항 절실하다” 부산일보 03면 사회

김세연 “김해신공항 백지화 따른 혼란 우려” 부산일보 03면 사회

오거돈 외곽조직 가덕신공항 지원사격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해 평화시대 선도”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짓겠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낙동강하구 

습지

낙동강 하구 습지, 부산의 생태자산 만들자 국제신문 01면 종합

섬·모래톱·둔치 … 새와 사람이 나눠 쓰는 생명의 땅 국제신문 02면 특집

“습지 보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낙동강 봐온 주민·전문가가 

적임”
국제신문 02면 특집

야간 조업도 안돼, 동네 개발도 안돼, 우린 뭐먹고 사나 국제신문 03면 특집

2000㎞ 날아왔건만 먹이인 새섬매자기 절반 넘게 사라졌네 국제신문 03면 특집

장애인 복지

분야

장애인 공공 의무고용 3.2→3.4%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3.2%→3.4% 확대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 장애인 복지분야 강화 파이낸셜 02면 종합

3·1운동 

100주년
식민지배 옹호·한국인 비하… 온라인에 스며든 ‘新친일파’ 국제신문 04면 특집

타미플루 

부작용
의약품 부작용 제공 시스템에 타미플루 주의점 알림 안 뜬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차단기 갈등 증폭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래구 “견본주택 사용 자재와는 딴판”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관장 교체에 직원 집단반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구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 영도구, 부산 유일 선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지역카페 인기에 영도 상권도 ‘기지개’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통학로 안전’ 사수 나선 학생들 ‘보행로 설치’로 응답한 지자체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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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 전봇대 빽빽… 이사도 못와 국제신문 08면 사회

1/4

부산 시정

부산시의회 “시민·언론 소통 강화” 부산일보 10면 정치

아듀! 자성고가교 역사 속으로 부산일보 13면 사회

부산 첫 구름다리 자성고가교 철거 돌입 국제신문 02면 종합

고객대기실 없는 동해선… 매서운 한파에 이용객들 ‘덜덜’ 부산일보 11면 사회

크루즈 여행객에 ‘4배 바가지’ 고약한 택시기사, 경찰에 ‘덜미’ 부산일보 13A면 사회

오거돈 시장 “사람 중심·걷고 싶은 부산 만들기 집중 투자” 

천명
국제신문 03면 정치

‘의료인 폭행’ 막을 시스템 없어… 지역 응급실도 불안에 떤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유료도로 출퇴근 車 선별할인 ‘딜레마’ 국제신문 10면 사회

화재경보기 오작동 119 툭하면 헛걸음 국제신문 11면 사회

아동복지시설 20곳 감사 보조금 부당 사용 32건 국제신문 11A면 사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땐 ‘10만원 교통카드’ 부산선 호응 중앙일보 19면 사회

부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개시 한국일보 14C면 부산

‘민생 살리기’ 예산 6조 조기집행 파이낸셜 01면 종합

“한반도 평화의 시대, 부산이 선도해 갈 것” 경남신문 03면 종합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 경남신문 03면 종합

부산도시철도, 5분내 재개표 ‘무료’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위기의 부산 中企 구하라” 市, 조 단위 지원금 투입 부산일보 18면 경제

“올 한 해 풍어와 수산 경기 회복을” 부산일보 19면 경제

BPA, 새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거점 다진다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항만공사, 올해 예산 6739억 편성 국제신문 21면 농수축산

한 장 1000원 ‘金탄’에 저소득층 ‘한탄’ 부산일보 13면 사회

‘금탄’된 연탄… 연일 한파에도 난방 아끼는 어르신들 국제신문 08면 사회

공동어시장 ‘대표 선출’ 정관 개정은 특정인 밀기? 부산일보 18면 경제

에코델타 2단계 5공구 사업자는 금호 컨소시엄 국제신문 17면 경제

공동어시장 위판 37% 늘었는데 수익 제자리 왜 국제신문 21면 농수축산

부산 정치

전국 최악 부울경 ‘文 지지도’, 경제 살리기에 달렸다 부산일보 10면 정치

한국당, PK 당협위원장 선정 오늘 면접 부산일보 10면 정치

하태경의 독설, 몸집 불리기? 부산일보 10면 정치

“해양도시 부산 도약, 중앙 중심 획일적 정책 벗어나야” 부산일보 27면 인물

전재수 “트라이포트 구축”… 김세연 “시민 불편만 가중” 국제신문 06면 종합

한국당 전대 내달 27일 잠정 결정… 몸 푸는 당권주자들 국제신문 07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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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곳 당협위원장 깜깜이 심사에 說난무 국제신문 07면 종합

부산 문화

해운대 북극곰축제 5~6일 즐길 거리에 ‘풍덩’ 빠지세요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꼬마돌 도도’, ‘뽀통령’을 뛰어넘어라 부산일보 02면 종합

BIFF 부집행위원장에 영화제작자 김복근 부산일보 23면 문화

“서점 공정 생태계 구축을”… 부산 책방지기들 뭉쳤다 국제신문 24면 문화

동북아·해역·문화교류 키워드로 ‘해양인문학 시즌2’ 항로 열다 국제신문 25면 문화

104회 전국체전 어디로 가나 경남일보 17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오 시장 “상반기 내 동남권 관문공항 확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가덕신공항’ 재추진 선언 국제신문 01면 종합

오거돈 부산시장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요구 본격화할 것” 동아일보 18D면 부산

“김해신공항 백지화하라” 오거돈, 정부에 공식 요구 한겨레 13면 전국

‘김해신공항 백지화’ 공식 선언한 오거돈 매일경제 27A면 영남

신공항 ‘제3지대’ 언급 … 타 지자체 우군화 확보 나서 국제신문 03면 정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론 ‘점화’ 국민일보 16B면 사회

민선 7기 

공공기관

‘캠프 인사·낙하산’ 한 자리씩… 정권 교체도 못 바꾼 구태 부산일보 04면 특집

오거돈 × 40인 ‘원클릭’ 한눈에 부산일보 04면 특집

오거돈 캠프 출신 ‘독수리 오형제’ 막강 네트워크 자랑 부산일보 05면 특집

부산대 7명, 부산·경남지역 각각 13명 ‘최다’ 부산일보 05면 특집

보행친화 

도시 부산

서면성당 인근 보행로 넓히고 부산진中 구간 더 다듬어야 국제신문 04면 특집

롯데百 옆 ‘스웨덴 참전비’… 6·25때 야전병원 있던 곳 국제신문 04면 특집

삭막한 새싹로 지나면 어린이대공원서 피톤치드 솔솔 국제신문 05면 특집

‘도심 속 섬’ 송상현광장, 잔디광장 출입 허용해야 국제신문 05면 특집

중소기업 

자금지원

부산시 중기 자금 1조4400억 푼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중기 특별자금 1조4400억 지원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부산시, 지역 中企에 1조4400억 지원 한국일보 14C면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文·金 ‘KTX 회담’하며 부산 오는 장면, 현실로 만들 것” 부산일보 03면 인물

“한·아세안 정상회의 반드시 부산” 부산일보 03면 인물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부산이 최적지” 국제신문 16면 경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부산vs인천vs서울 3파전 한국경제 30A면 지역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핵심 키’ 부산의료원 조사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금정구 침례병원 경매 날짜 확정 공공병원 전환 물거품 위기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진구 “전포종합복지관 사유화 안 된다” 부산일보 1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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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백억 쏟고도 먼지만 쌓이는데… 장밋빛 시설 투자 열올려 세계일보 05면 사회

1/7

부산 시정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부산시, 올 상반기 제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추위에 ‘덜덜’ 동해선, 고객대기실 생긴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해운대 구남로’에 아픈 역사 품은 소녀상 우뚝 선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마을에 필요한 건 교회보다 소방서” 알짜 땅 내놓은 목사님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 14일 인사검증 부산일보 08면 정치

산하기관이라지만… 공문 한 장 없이 “사업 손 떼라”는 市 부산일보 11면 사회

겨울철 119 화재 신고 ‘불티’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여성단체들 공동 신년인사회 국제신문 22면 인물

6·25 참전 영국영웅, 부산 유엔묘지 영면 국제신문 22면 인물

‘문자해고’ 당한 국립해양박물관 용역 노동자 국제신문 06면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 기반조성에 최선” 국민일보 15A면 사회

“부산은 자원봉사 거점도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스템 만들 

것”
동아일보 18C면 영남

부산시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예산 6조 조기집행 아주경제 17면 지역

부산 명물 ‘노란 전신주’ 확대…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만든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월 1만원 지원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대폭 오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깨끗한 리더십, 위기의 수산업 구할까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정관개정안 논란 해수부 “공공성·형평성 

고려해 결정”
부산일보 17면 경제

청약조정지역 지정 형평성 상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실효성 크지 않을 일부 조정지역 해제… 긍정 작용도 있다 국제신문 16면 부동산

‘안 되면 말고’식 부산시 창업공간 늘리기 정책 국제신문 14면 경제

“돈을 덜 벌더라도… 주민 감동시킬 조경에 최선” 국제신문 22면 인물

일자리 창출형 스템 빌리지 뛰게 할 전략·콘텐츠 필요 국제신문 05면 특집

사업 가능한 기술 발굴 국가·지자체 인증 거쳐 마케팅·실용화 

등 지원
국제신문 05면 특집

롯데몰 투자 물꼬 트자… 힐튼-이케아 돈싸들고 찾아왔다 동아일보 08면 기획

브레이크 없이 몸집 불리는 ‘현금 살포 복지’ 한국경제 11면 경제

향토건설기업 (주)동일 부산시에 성금 경남도민신문 08면 사회

부산 정치
새해 PK정치권, 벌써 2020 ‘총선모드’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PK 당협위원장 선정 ‘명분이냐 현실이냐’ 딜레마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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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겸직 논란, 이번엔 ‘재건축 조합장’으로 확산 부산일보 11면 사회

한국당 당협 공개오디션, 부산 서동·남갑·남을·사하갑 거론 국제신문 04면 종합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관철”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겨울바다 뜨겁게 즐긴 7만여 북극곰 가족 부산일보 01면 종합

백사장은 ‘거대 콘서트장’ 바다는 ‘인간 북극곰 놀이터’ 부산일보 19면 문화

입수 약속 깬 ‘노라조’ 조빈, 앙코르는 흔쾌하게 부산일보 19면 문화

BIFF 김복근 부집행위원장 위촉 지역 영화계 ‘이용관 사단’ 

구축
국제신문 18면 문화

시립예술단 감독 시향빼고 다 바뀐다 국제신문 18면 문화

도전과 포용 넘나들며 ‘최수열 코드’를 심다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조직개편 내실 다진다 경남매일 15면 TV

동남권

신공항

‘활주로 3.2㎞ 제한’ 김해신공항은 엉터리 ‘불법 공항’ 부산일보 03면 기획

공항 활주로 산정 근거 분명히 있다 부산일보 03면 기획

제2의 도시 위상, 관문공항에 달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앞지른 인천의 경쟁력… 성장동력 인프라는 공항 국제신문 03면 종합

오거돈 시장 “김해신공항 불가” “국무총리실서 검증하자” 주장 경남일보 02면 종합

극동러시아 

사업

항만·수산·물류… 新경제영토로 뜨는 ‘극동러시아’ 부산일보 01면 종합

‘경쟁 분야 적은 최적 파트너’ 부산에 손 내민 극동러시아 부산일보 04면 기획

“투자 어려움 직접 듣고 해결… 한·러 동반자 될 것” 부산일보 04면 기획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잔혹사 추적 시, 부산의료원 기록 조사 국제신문 06면 사회

금정구 침례병원 경매 확정 공공병원 전환 좌초 국제신문 06면 사회

북구 “이미지 쇄신 도움” vs “그 돈으로 복지를” 국제신문 07면 사회

1/8

부산 시정

부산시, 화학사고 재발 방지 총력 대응 부산일보 10면 사회

“오거돈 시장은 침례병원 공공화 약속 지켜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고령자 교통사고 1년새 42% 감소 국제신문 10A면 사회

부울경 주민 61% “2차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에 도움” 국제신문 02면 종합

돌봐줄 이 없어… 부산 정신질환자 전국평균보다 1년 더 입원 국제신문 23면 건강

‘지그재그 차선’ 운전자 혼란 야기 가능성 찬반 팽팽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의회 필리버스터 도입… 발언권도 확대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시의회, 14일 인사검증회 국제신문 04면 종합

신항 새 관문 안골대교, 완공 석달째 방치 국제신문 01면 종합

도로 관할 규정 미비… 연간 보수비 10억 서로 “관리 맡아라”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LH ‘빈집 정비사업’ 시의회 제동에 표류 위기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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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42% 뚝 서울신문 15면 전국

“폐수처리업 등록 대신 허가제로” 부산시, 정부에 법개정 촉구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경제

㈜동일, 부산시에 1억 원 이웃돕기 성금 부산일보 28면 인물

동일, 소외계층에 성금 1억 전달 국제신문 24면 인물

지역 건설업체 (주)동일 이웃돕기 1억원 기부 경남신문 16면 인물

부산시, 지역 소상공인 맞춤 지원 부산일보 17면 경제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급여기준 210만 원 이하로 확대 부산일보 18면 법률

“당첨 희망 깨졌다” 청약 통장 깨는 시민들 부산일보 01면 종합

“청약통장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해지 더 늘 것”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유주택자 시장 이탈 가속화… 부산 부동산 고사 위기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KRX·기업은행, 부산 스타트업 육성기지 만든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용두산공원 ‘한복체험관’ 5월 오픈 국제신문 12면 경제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 개막 국제신문 12면 경제

시민이 펀딩한 기업 생존율 높아… 창업 생태계 바꾸자 국제신문 06면 특집

“시민 힘 모으면 제2의 애플 부산서도 얼마든지 가능” 국제신문 06면 특집

기업銀 창업지원 ‘IBK창공’ 상반기 부산에도 문 연다
아시아투데이 14면 금

융

“부산거점 세계적 스타트업 공동 발굴”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목도해역에 인공어초 7기 투입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대구시 ‘스타트업 氣살리기’ 전폭 지원 나서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 정치

靑 개각 초읽기… ‘PK 맨파워’ 약해질까 우려 부산일보 08면 정치

여전한 불통… 다른 곳을 바라보는 與野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당 지도부 PK 인사 전무… 전대서 ‘PK 대표 나올까’ 관심 부산일보 08면 정치

TK보다 낮은 PK의 ‘文 지지도’ 고착화하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다크호스’ 김태호 PK보수 맹주 될까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임종석·조국 등 14명 고발·수사의뢰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예술단 적극 지원, 좋은 작품 선보일 것” 부산일보 28면 인물

항일정신 새길 박물관이 없다 부산일보 04면 기획

송정해수욕장 ‘서핑메카’ 명성 뺏길라 국제신문 10면 사회

“내 어머니의 나라… 가슴 따뜻한 공연 열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외국인 자전거 투어 등 부산서 다양한 사업할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이태석 봉사상’ 수상자에 권기정 씨 선정 동아일보 18D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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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년 인사

정현민 부시장 4개월 만에 사의 표명 부산일보 01면 종합

4급 이상 셋 중 둘 ‘물갈이’, 5급 중간간부 ‘앞으로’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 4급 이상 63% 대대적 인사 국제신문 01면 종합

5급 이하도 파격 예고… 정현민 부시장 전격 명퇴 신청 국제신문 03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김해신공항 논란 국무총리실이 검증 중재해야” 부산일보 13면 부산

“김해신공항 백지화 문제 총리실 6월까지 결론 내야” 경남매일 01면 종합

민홍철 “신공항 가덕도 바람직…정부, 전향적 자세 변화 필요” 경남신문 03면 종합

민홍철 의원 “신공항, 가덕도가 적합” 경남일보 02면 종합

형제복지원
부산의료원서 형제복지원 기록 미발견 부산일보 10면 사회

1987년 이전 부산의료원 진료기록 찾았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금정구
부산 침례병원, 공공의료기관 전환 물건너가나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침례병원, 공공의료원 전환 무산 위기 한겨레 14A면 전국

동래구 “온천 지키고 차별 막았다” 십수 년 항거 이어간 ‘동래 민초’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관장 유임’ 결정에도 복지계 ‘부글부글’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사업 지지부진 금곡산단 국토부, 산단으로 재지정 국제신문 12면 경제

경상남도 적자라던 거가대교, ‘내부거래’ 年 100억 딴주머니 부산일보 02면 종합

1/9

부산 시정

“김수미 제안으로 유기견 입양, 지금은 혈압 낮추는 복덩이” 부산일보 25면 라이프

부산시의회, 조례 만들어 ‘무책임 행정’에 제동 부산일보 05면 종합

“폐역 후 방치된 부산진역에 철도박물관 짓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피스텔 18층서 반려견 내던진 주인, 도대체 왜? 부산일보 11면 사회

키우던 강아지 3마리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국제신문 09면 사회

불길 속 이웃 구한 ‘초량동 의인’ 동구청·중부소방서 부산일보 11면 사회

‘뿔난’ 부산 사회복지사, 14년 만에 대규모 집회 부산일보 10면 사회

市, 예타 면제사업 전면교체 ‘뒷북행정’ 부산일보 05면 종합

“만취상태 폭행·금품사건 연루 박세영 상임감사 거취 밝혀야”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새 단장 국제신문 18면 노동

부산해수청 “안골대교·연결도로 이달 말 우선개통”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5급 인사도 파격… 내부 술렁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연공서열 타파 파격 인사… 간부 63% 이동 ‘역대급’ 국제신문 02면 종합

아직도 모르세요? 노인들 ‘손발’ 돼주는 보험 국제신문 18면 노동

또 관급공사장 토사 무단유출… 시·구는 뒷북점검만 국제신문 06면 사회

업무추진비로 시 공무원 경조사비 낸 학교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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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9’, 지난해 3분18초마다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동아일보 18면 부산

부산소방, ‘3분 18초마다’ 응급의료상담 한국일보 14면 부산

엘시티가 ‘헬’시티…부산시 행정부시장 사퇴 한겨레 10면 전국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추진 글로벌 대형행사도 적극 유치” 한국경제 30면 지역

市, 겨울철 가스시설 합동 안전점검 파이낸셜 04면 부산

김경수 지사, 경남 경제 재도약 자신감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김 지사 “서부경남KTX 임기내 착공”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산 경제

야 부산에서 놀자 부산일보 02면 종합

‘야놀자’ 손잡고…부산만의 여행 콘텐츠 채운다 서울경제 29면 전국

중기중앙회-부산시 노란우산공제 확산 협약 부산일보 17면 경제

“2025년 스마트 기반 구축” 항만자동화 속도 낸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BPA “부산신항 무인자동화 시기상조… 도입 준비는 해야” 국제신문 03면 종합

BPA ‘사회적 가치’ 4대 전략 마련 부산일보 21면 경제

집 없는 물고기들, 목도로! 부산일보 21면 경제

“보유세 상승으로 조세 저항 커질 것”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 기업 찾는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경남 올해 스마트공장 500개 짓겠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국가발전 선도, 스마트 경남으로 경남일보 02면 종합

에어부산 기내서 좌석 추가요금… 국토부가 제동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중기청 내일 중소기업 R&D 지원 설명회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창조혁신센터 中企 상품 강화 지원 마쳐 국제신문 14면 기업

집값 하락에 ‘깡통주택’ 확산… 전세금 반환 사고 속출 국제신문 02면 종합

중기 R&D지원 찾아가는 설명회 부산중기청, 1대 1 맞춤형 

상담
아시아투데이 28면 지역

부산시·거래소·IBK기업銀, 세계 진출 스타트업 육성 아주경제 17면 지역

부산 정치

한국당 ‘조직책 공개 오디션’ 부산 사하갑 등 PK 3곳 확정 부산일보 08면 정치

靑 참모진 인사 친문색채 강화 PK인사는 없어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여야 내년 4월 총선 대진표 서서히 윤곽 국제신문 04면 종합

친문 내세워 경제성과 드라이브 … 국회·재계와 소통 방점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평화의 피란열차,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즐겼다 부산일보 03면 부산

“피란수도 역사, 국가대표 관광상품으로 잠재력 충분” 부산일보 03면 부산

피란수도 중심지 광복동을 보다 서울신문 31면 인물

11회 동명대상에 최찰·이의자·황영근 씨 부산일보 29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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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명하는 市 문화 담당 국장 부산 문화계 “해도 너무한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입체 작품 보강한 시립미술관 … 뉴미디어·영상 모은 

현대미술관
국제신문 19면 문화

“20년간 기증 미술품만 800점… 미술관 품격 위한 일”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학술서 발간 서울경제 29면 전국

부마

민주항쟁

“부마항쟁은 유신 종식시킨 열쇠, 국가기념일 지정 확신” 부산일보 28면 기획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지정 서명운동 부산일보 29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김경수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역할 못 하고 소음 문제 많다” 부산일보 13면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주차장 부지에 확장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 지사 “동남권신공항 새 입지 신속히 선정해야”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김 지사 “신공항 입지 관련 제 의견 밝히는 건 부적절” 경남신문 01면 종합

형제복지원 청산인이 ‘셀프 청산’ 형제복지원 헐값 매각 의혹 부산일보 06면 종합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 

회생 신청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 기업회생 신청 부산일보 01면 종합

한진重 수빅조선소 회생신청… 납품업체 타격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진重 경영정상화 주춤 比 수빅조선소 회생신청 매일경제 17면 기업

선가 하락·수주잔량 4척뿐… 조선 불황 장기화에 결국 ‘두손’ 국제신문 03면 종합

납품업체 200여 곳 “미납 대금 회수 어쩌나” 촉각 부산일보 18면 경제

기장군
기장 부군수 쏙 빠진 인사, 시-군 갈등 ‘장기전’ 조짐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과도한 수의계약 감사 받는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운영법인 위탁 취소하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구
“영도 도로 균열 ‘아파트 공사’가 원인”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 산복도로 땅 갈라짐, 인근 아파트 공사 탓” 국제신문 09면 사회

1/10

부산 시정

시민 75% “카지노 안전장치 땐 복합리조트 찬성”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진역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진역 공원화로 시민 품에 돌려달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음주단속 공유 ‘더더더 앱’ 더는 안 돼! 부산일보 02면 종합

낙동강 생태공원 수질이 이래서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제2부산항신항 가덕도행 ‘빨간불’… 경남에 밀리나 부산일보 04면 경제

우울증 주인 반려동물, 사지로 내몰린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환경공단 상임 감사 코드인사 논란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 ‘미니 태양광’ 보급 실적 목표치 29% 그쳐 국제신문 10A면 사회

옛 부산시 생활체육회 가족·친척 채용비리 국제신문 08면 사회

한국해양대 첫 실습선 한바다호 보존 ‘암초’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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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서관 올해 개관 어려울듯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로 좀 다른 것뿐인데 … 당당하게 다름을 말하게 해주세요 국제신문 06면 특집

“장애인 고려 않은 시설은 모두가 불편” 국제신문 06면 특집

“민생 현장서 일하는 의회의 모습 보여줄 것” 국민일보 16B면 사회

부산 경제

실업률 최고치… 고용률 다시 뚝 꽁꽁 언 일자리, 올해는 

살아날까
부산일보 04면 경제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토목… 젊은이 진출 토대 넓혀갈 것” 부산일보 28면 인물

창업생태계조성 업무 협약식 국제신문 15면 경제

에코델타시티를 공유경제 도시로 카셰어링 차량 자율반납제 

도입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관광공사 새 비전 도심 속 걷기코스 발굴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취업자 수 작년 3만 명 감소 청년층 역대 최악 국제신문 01면 종합

주택 매도>매수 … 부산 12년 만에 최악 거래절벽 국제신문 15면 경제

5G·로봇·스마트공장 …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매일경제 C01면 자치의정

3600억 투입해 해운대 로봇단지 육성 매일경제 C03면 자치의정

부산항만公 등 2곳 조달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정치

PK 민주당 ‘文’만 보인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한국당 ‘門’이 안 보인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PK당협 전·현직 의원 안배 유력 국제신문 04면 종합

이언주 내년 총선 영도출마 선언하나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시동 꺼진 ‘만디버스’ 부산관광공사가 운전 부산일보 02면 종합

몰리는 관광객, 내몰리는 주민… 그늘진 감천문화마을 부산일보 02면 종합

신명나는 사물놀이 구경갈까, 기운돋는 클래식 들을까 국제신문 27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공항시설법 미준수, 국토부 산악장애물 “제거 불필요” 결론 부산일보 03면 기획

확장안 현실화 땐 “악천후 시 충돌 위험 증가” 부산일보 03면 기획

민주 민홍철 경남도위원장 “가덕도에 새 공항을” 부산일보 04A면 경제

김해공항 확장 강행 땐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직격탄 국제신문 02면 종합

걷기좋은 

도시 부산

‘걷기 좋은 부산’에 1조800억 들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보행도시’ 선포… 광안대교 월1회 개방 국제신문 01면 종합

‘보행혁신’ 올해 1호정책으로… “세계적 명품길 완성시킬 것”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사람 중심 보행도시 만든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동해선 고가로 밑 유휴부지 ‘녹색 힐링 공원’으로 탈바꿈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해남부선 고가 철길 아래 6㎞ 도심 숲길 걸으세요 국제신문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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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속 명품숲길’ 그린라인파크 완공 서울경제 33B면 전국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 

회생 신청

“수빅조선소 미결대금 700억 원” 부산일보 05면 교육

한진重 부울경 협력사 280곳에 미지급금 700억 국제신문 15면 경제

한진중, 수빅조선소 회생 신청 지역 조선기자재업계 피해 우려 경남신문 12면 경제

문현

금융단지 

“문현금융단지에 금융기술기업 클러스터”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문현금융단지, 기술창업 기업 메카로 뜬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기술창업기업 메카로”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북항 재개발

북항 랜드마크부지 개발 사업 속도 붙나 부산일보 17면 경제

“日 복합리조트 3곳 개장 땐 국내 이탈 관광객 770만 명” 국제신문 14면 경제

‘복합리조트’ 건설, 본격 시동 건 부산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商議, 복합리조트 유치 본격화 한국경제 28A면 지역

기장군

기장서 상수도관 파열 수압 약해져 주민 불편 국제신문 10면 사회

“실시협약 위반” vs “예산·접근성 재검토” 부산일보 04면 경제

기장군과 약속 깨고… 부산영화촬영소 쪼개 짓겠다는 영진위 국제신문 08면 사회

남구 우암동 주민 “옛 부산외대 부지에 병원 짓자”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구 “축하 인사하려고” vs “사전선거운동 의혹”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진구

부산 복지계 “전포복지관 수탁 철회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전포복지관 운영법인 “직원들 업무방해 강경 대응”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진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1명 채용 국제신문 09면 사회

1/11

부산 시정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사업 ‘공공성 합의’ 험난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묵은 ‘비산먼지·소음’ 갈등 ‘218m 방음벽’으로 해소될까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교과서로 고향 자긍심 심어줘야죠”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 기초단체 직영 첫 유기동물입양센터 선다 국제신문 21면 문화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예산 못 구해 설립 난항 국제신문 21면 문화

부산도시공사 7개 간부직 ‘직위공모제’ 재도입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단체장 출퇴근 관용차 꼭 필요한가요 국제신문 10면 사회

성난 어민 달랠 비책 없으면 ‘람사르 습지’ 등록은 요원 국제신문 15면 특집

“사후규제 없는 람사르… 오히려 도시 가치 증대” 국제신문 15면 특집

“면허 반납하면 선불 교통카드 드려요” 한겨레 S05면 자치의정

부산시 ‘2019년도 시민행복 시정보고회’ 개최 경남도민신문 08면 사회

일자리·연금 문제, 이해와 존중으로 ‘갈등 고리’ 풀어야 부산일보 06면 기획

‘연금충·할매미’… 청년 80%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있다” 부산일보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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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 市, 4개 분야 13개 사업 추진 부산일보 18면 경제

수영 남천항·진해 삼포항 방파제에 등대 세운다 부산일보 19면 경제

‘1아파트 2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양도세 희비”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풀렸는데… 양도세 과세기준 ‘아무도 몰라’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부산시 목도 인근에 인공어초 7개 투입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文 경제정책 ‘혁신성장’으로 이동 국제신문 01면 종합

지역 경제계 “소상공인·제조업 위한 실질적 정책 내놔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울·경,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폭 늘렸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닭고기 값 1년 새 2배로… 설명절 앞 물가 들썩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항 2년뒤 자리 없어 컨 200만 개 수용불가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기업은행, 창업 기업에 사무공간 무상 지원 아시아투데이 12면 금융

BNK금융, ‘동남권일자리창출1호’ 펀드 운용 한국일보 14C면 부산

영남 지자체 ‘컨벤션 산업’ 확충 나선 까닭 매일경제 28A면 영남

부산 정치

文 “예타 면제 사업, 광역별 1건 정도 선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사하구갑 ‘청년 메리트’ 김소정 승리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전·현직 단체장들 ‘총선 몸풀기’ 부산일보 08면 정치

‘여론·인물·비전’ 밀리는 한국당, 해답은 PK 당대표?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당협 공개오디션 3040·女 강세 국제신문 06면 종합

‘낙동강벨트’ 입성 노리는 송인배·배재정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 5대 종단-부산시 오늘 신년맞이 인사회 부산일보 23면 문화

부산시， 5대 종단 신년인사회 첫 개최 경남매일 03면 종합

“부산에서 남자축구 한일전·여자축구 남북전 보자”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역사 품은 매축지마을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국제신문 10면 사회

‘우여곡절’ 구덕운동장 체육공원 내달 개장 국제신문 12면 사회

“정치서 체육 독립시킨 법, 되레 정치화 부채질 우려” 국제신문 27면 스포츠

“올 10월 LPGA 여는 부산… 전 세계에 홍보할 기회” 국제신문 31면 인물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홍보·보급… 市가 직접 나선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에서 날고 싶다” 1인 릴레이 시민운동 확산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의 미래는 가덕도신공항서 찾아야 한다” 부산일보 27면 인물

오거돈 시장 “동남권 관문공항 만들어야” 파이낸셜 04면 부산

걷기 좋은 

도시 부산

‘걷기 좋은 보행도시’로 거듭나는 부산 동아일보 18D면 부산

걷고 싶은 부산… ‘보행도시 만들기’에 1조837억 아주경제 20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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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좋은 보행도시’ 꿈꾸는 부산 한국경제 30A면 지역

금정구 교회건물 갈수록 기울고 균열에도… 시·시공사 “나몰라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남구
‘남구 트램사업’ 철도연 1차 평가 최종 후보로 선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륙도선 트램’ 국가사업 후보로 선정 국제신문 12면 사회

동래구 동래 온천수 또 거리에 ‘콸콸’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진구 부산 사회복지대 교수협 성명 “전포복지관 위탁 운영 철회를” 국제신문 12면 사회

북구 입지선정위 개점휴업, 북구 신청사 하세월 부산일보 11면 사회

서구 서구청, 다이빙 사고 책임자 핵심 보직 발령 ‘시끌’ 부산일보 10면 사회

중구 중구 ‘원도심 박물관’ 찍고 부산항 만끽하며 타박타박 국제신문 08면 특집

해운대구
동백섬 동백나무 탄저병에 시들시들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백잎 불에 탄 듯 구멍 숭숭… 비전문가가 수목 관리 ‘인재’ 국제신문 03면 종합

1/14

부산 시정

부산대판 골목식당 ‘북맛골’로 오세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항재개발 전담 부서 신설하자” 부산일보 10면 사회

“국비확보 최대성과”→”국비 받는 거 아니다” 말 바꾼 부산시 부산일보 03면 종합

임대업 수익 2억 빼돌린 장애인협회 간부 ‘실형’ 부산일보 11면 사회

장애인협회 임대사업 수익금 가로챈 간부 실형 국제신문 07면 사회

“의료인의 사회봉사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가장 숭고한 일” 부산일보 25면 인물

보행 막는 통풍시설·사용 않는 전화부스 걷어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상습 정체구간 혼잡통행요금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의회, 민생 챙기기 박차 국제신문 04면 종합

답답한 공기… 미세먼지에 갇힌 부산 국제신문 01면 종합

뿌연 하늘 … 초미세먼지에 숨막힌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어린이집 연장 운영, 교사 수급 힘들어 현장 혼선”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구급대 골든타임 도착률 50.4% 국제신문 08면 사회

고령자 면허증 반납땐 혜택… 교통사고 줄어 한국일보 16면 전국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서울도 추진 헤럴드경제 10면 사회

경남 현안사업마다 ‘부산시 블랙홀 경남매일 01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항 개발 체계적으로… BPA·부산항건설사무소 손잡았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4곳 조정지역 해제 효과… 아파트값 하락 폭 감소 국제신문 02면 종합

무한 가능성의 땅, 연해주에 ‘코리아 콤플렉스’ 세우자 부산일보 04면 기획

러시아 연해주 경제·극동 물류 경쟁력 키울 ‘선진 화물 운송 

루트’
부산일보 04면 기획

첨단 산단·시민 여가공간 조화… 해양산업 허브로 키워야 국제신문 05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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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추진 선박 개발·실증화, 우암부두가 최적지” 국제신문 05면 특집

부산 바이오분야 선도기업 ‘메드파크’ 연구개발센터 준공 동아일보 18C면 영남

‘제2공장’ R&D센터 문 연 부산 메드파크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에 선진국급 생체재료 R&D센터 파이낸셜 02면 종합

‘재생 열풍’ 들썩이는 전국 도심… ‘고용·생산’ 활력 되살린다 문화일보 04면 산업

‘제로에너지 주택’ 수주 경쟁 “시장 선점” 중견사 16곳 신청 문화일보 20면 경제

부산 정치

①민생 중심 ②시정 혁신 ③현장 중심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PK가 어떤 곳인데 비워둘 수 있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황교안 등판… 한국당 당권경쟁 출렁 국제신문 04면 종합

‘大選 공약’ 지역사업 대부분 空約으로 날아갈판 문화일보 17면 전국

부산 문화

부산축협 “강서에 축구전용구장 반드시 지을것” 부산일보 20면 스포츠

부산 5대 종단 “지역 번영 상호협력”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 5대 종단 합동 신년인사회 개최 경남매일 06면 지역

이영표·진중권·진선미… 부산서 대학생과 토크콘서트 국제신문 02면 종합

“사투리 쓰는 공룡 등판… 속편은 스토리 입히기 역점” 국제신문 22면 인물

시민 품으로 돌아온 옛 대공분실서 ‘박종철 열사 32주기 

추모제’
경향신문 14면 사회

부산혁신센터 지원 영화 국내외 영화제 초청 쾌거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문화관광기념품 활성화 추진 경남일보 16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 2 0 0 2 년  김 해  돗 대 산  중 국  민 항 기  추 락  사 건  그 새 

잊었습니까”
부산일보 05면 사회

경남서도 관문공항 새 입지 촉구 국제신문 01면 종합

“24시간 운영·미주유럽 직항 없인 지역 산업 경쟁력 고사”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상의, 신공항시민추진단 주도 부산경총 자문단 구성해 

‘지원 사격’
국제신문 03면 종합

김해시의회 신공항 재검토 촉구 거리로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원점 재검토 촉구’ 피켓 든다 경남매일 02면 종합

신공항, 차기 총선 뇌관되나 내일신문 02면 정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부산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계속 추진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계속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결국 물거품 되나 국민일보 H05면 건강

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지속추진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마

민주항쟁
“박종철 열사의 정신, 촛불처럼 의연히 피어올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금정구 균열 가속 교회, 오락가락 계측으로 불안 증폭 국제신문 06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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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전포복지관·위탁사·구청 내일 3자 회동 국제신문 08면 사회

북구

from 정명희 “기초연금 폭탄 맞은 부산 북구를 도와주세요” 

To 문재인
부산일보 02면 종합

덕천역 지하상가, 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 쟁점 급부상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동백섬 관리 구에 떠넘긴 부산시… 탄저병 방지 수수방관 국제신문 06면 사회

1/15

부산 시정

F1963서 열린 문화·복지 시정보고회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민행복 시정보고회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제2전쟁기념관 건립 사업’ 좌초 위기 부산일보 01면 종합

숨막히는 외출 부산일보 01면 종합

미세먼지 공포… 집 나가기 겁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차량 운행 그대로 안내 문자도 일부만… “부산시 대책은 

뭔가요”
부산일보 05면 사회

“아동서비스 줄여 최저임금 맞추라니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형식상 공개 채용” vs “위·수탁 심의 위반” 입장 차 팽팽 부산일보 11면 사회

전포사회복지관 사태 전국 확산 부산일보 11면 사회

오토바이 불법 주차장된 부산대 정문앞 도로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국제신문 14면 경제

노포동 부산종합터미널, 복합환승센터로 새 단장 국제신문 01A면 종합

교통카드 이용하면 5만원 충전카드 선물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설 앞두고 위생관리 점검 국제신문 09면 사회

“오픈카지노 유치 중단을” 부산참여연대 반대 논평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시의회 올해 의정 3대 과제 발표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의회, 민생 현장에서 성과 낸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시, 공기업 수장 인물난 토로… 외지인으로 채우나 국제신문 03면 종합

시목 동백나무 특별관리커녕 10년간 유지·보수예산 ‘0’ 국제신문 08면 사회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부산, 6월부터 무료화 경향신문 16면 전국

부산 초등생 대중교통 요금 무료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6월부터 초등생까지 대중교통 무료 한국경제 29면 사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늘자… 교통사고 줄었다 세계일보 01면 종합

교통비 지원에 음식점 할인도… 작년 부산서 5280명 반납 세계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매월 500명 교통비 환급 이벤트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경제 해수열 활용 냉난방 시설 연안터미널에 설치된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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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항로표지 새 단장에 올해 51억 투입 국제신문 14면 경제

국적선사 경쟁력 지원 위한 해양진흥공사·BPA 간담회 국제신문 14면 경제

“원도심 첫 4성급 호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사업모델·시장 액셀러레이터와 재설계… 투자가치 높여 국제신문 06면 특집

“자금확보·경영 투명화·제품홍보 일석삼조 효과” 국제신문 06면 특집

“440조 시장 잡아라”… 경주·울산·부산, 탈원전 향해 뛴다 서울신문 18면 기획

부산 정치

문 대통령, 기업인들과 ‘자유 토론’ 부산일보 05면 사회

文, 오늘 기업인 130여 명 청와대 초청 대화… 경제행보 고삐 국제신문 05면 종합

총선 위기감 속 원외 위원장 챙기기 부산일보 06면 정치

文 경제행보 통했나? PK 지지율 ‘껑충’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PK 대표 만들기’ 지역 정치권은 ‘속내 복잡’ 부산일보 08면 정치

“당 대표 된다고 대선후보 되겠나? 이달 말 거취 결정할 것” 부산일보 08면 정치

‘6수’ 유력 송인배 양산갑 미응모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당협인선 파열음에 발표 연기 국제신문 04면 종합

“정의당 최대 과제는 동남권 진보벨트 수성”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 문화

시간 멈춘 ‘매축지마을’ 등록문화재 추진에 주민 반발 부산일보 04면 종합

“체험 캠프 등 아이들 꿈 키우는 과학 놀이터 만들 것” 부산일보 28면 인물

“매일 줄넘기 2단 뛰기 1000개… 어느 순간 수비수 못 따라와”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시립예술단 지휘자 공개채용 국제신문 18면 문화

전자음향·화려한 조명… 시대에 맞춘 네오클래식, 공간이 

아쉽네
국제신문 19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평강천 물길 강제 변경… 확장안, 환경파괴까지 부르는 

‘환장안’
부산일보 03면 기획

V자형 활주로, 연장 불가능한 ‘닫힌 공항’ 부산일보 03면 기획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불변”… 부울경과 정면충돌 양상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해 신공항 중단하라” 부산·경남 의회 총공세 파이낸셜 01면 종합

기초의회 4곳 신공항 입지 재검토 요구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반대기류 확산 경남신문 03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산-

싱가포르 

정기 

노선 확보

부산~싱가포르 정기 노선 확보 ‘공중전’ 시작됐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싱가포르 노선 확보 … LCC 경쟁 치열 한국경제 28A면 지역

기장군
기장 일광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에 女 도우미 동반 ‘물의’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 일광면 이장단 선진지 견학 때 여성 도우미 동반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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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모다-일 청년인턴 지원 사업’ 추진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진구 “전포천 미복개구간 악취 진동…복개해달라” 국제신문 10면 사회

북구
이 종 국  “ 덕 천 역  지 하 상 가  백 지 화  어 렵 지 만  주 민 불 편 

살펴보겠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사상구 레미콘 공장 신축허가 놓고 사상구 행정소송 휘말리나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구 “집 갈라져도, 와보는 사람 하나 없어” 부산일보 11면 사회

1/16

부산 시정

구간 단속 카메라 동서고가로에 첫 설치 부산일보 11A면 사회

도시공사 “민자 공모 때 사회적 책임 반영” 부산일보 18면 경제

대화 시나리오 없다는데… 지역 현안 말도 못 꺼내 부산일보 05면 경제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시의회 인사검증 문턱 넘어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대 특수학교 부지는 노거수 보고”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체육회, 성폭력 등 비위 조사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민선 7기 시정 망가졌다” vs “밤낮 안 가리고 달려왔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더 풍성해진 새해 첫 ‘부산시의회 자유발언’ 부산일보 08면 정치

시의원 14명, 5분 발언만 80분 진풍경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민공원 지상주차장 절대 불가 시민에게 돌려주려면 

공원은 비워야”
부산일보 02면 종합

대책 없는 ‘미세먼지와의 전쟁’ 부산일보 10면 사회

성추행 간부에 감사패라니… 부산일보 10면 사회

성추행 벌금형 간부에 감사패 준 디자인센터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고다발 동서고가로 5월부터 구간 단속 국제신문 02면 종합

미세먼지에 공사장 먼지까지… 숨막히는 부산역 광장 국제신문 06면 사회

시민 85.5% “부산시 일자리 정책 모른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119구급대 ‘골든타임 도착률’ 50% 그쳐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산 주례-학장 곡선부 단속카메라 설치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 경제

새 일자리 1만 개+’월드챔피언’ 기업 300개 키운다 부산일보 03면 경제

부산항만공사 탄생 15년 물동량 2배, 크루즈 20배 ↑ 부산일보 21면 경제

“개성공단 열리면 부산 제조업 다시 살아난다” 부푼 기대감 부산일보 04면 기획

市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땐 뱃길 열고 北 항만 인프라 투자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시 “경제활력 회복·일자리가 풍부한 혁신도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공공기관 올해 1241명 채용 계획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 청년인재 매칭 참여 신생 벤처기업 모집 국제신문 14면 기업

김종각 (주)동일 회장 30년 이웃사랑… 부산시에 1억원 전달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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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환적화물 부가가치 1조7000억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시금고 지정기준, 법적으론 ‘완전경쟁’인데… 한국일보 12C면 부산

“탈원전에 지역일자리 사라질 판” “최저임금 급등해 고용악화 

심각”
매일경제 03면 경제

한진重 수빅조선소 기업회생 개시 결정 매일경제 22면 기업

부산시 ‘B-스타트UP’ 참가 기업 모집 서울경제 27B면 전국

부산, 스타트업-청년인재 일자리 연결 파이낸셜 04면 부산

영남권 지자체, 일자리 창출 본격 시동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정치

文 “정부 전담 지원반 가동해 기업 투자 돕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중앙 활동 우선 부산 정치권 무시 부산일보 08면 정치

문 대통령 “일자리·투자 힘써달라… 규제개혁 신속히 할 것” 국제신문 01면 종합

“정부는 정부 역할에 집중해달라” 국제신문 03면 종합

한국당 부산 당협위원장 복당파·비박계 대거 생환 국제신문 04면 종합

PK의원 25명 중 20명 황교안 쪽 기운듯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시립미술관 명예 홍보대사 2명 위촉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시립미술관 홍보대사 디자이너 정구호·마크 테토 국제신문 24면 인물

세정나눔재단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 열려 동아일보 20D면 부산

문화도시 부산 만들기 청사진 나왔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바다인들도 “최적의 하늘 항구는 가덕도” 부산일보 21면 경제

김해시의회 “가덕도 신공항” 출근길 거리 홍보전 부산일보 13면 지역

김해공항 확장안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부산일보 03면 경제

확장안 ‘송곳 검증’ 전문가 간담회 연다 부산일보 03면 경제

거제시장 ‘가덕도 신공항’ 공개 지지 부산일보 13면 지역

김해공항 확장안 총리실이 재검증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토부, 김해신공항 건설 강행 경남신문 03면 종합

국토부, 김해시민 따돌리고 여론 ‘간보기’ 경남신문 03면 종합

기장군

기장군, 일광 이장단 ‘여성 도우미 파문’ 감사 착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영화촬영소 약속대로” 영진위 “부지 안정성 필요” 국제신문 08면 사회

기장군, 6·25 참전 등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한국일보 12C면 부산

강서구 강서구에 ‘트라이포트 복합터미널’ 짓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남구 남구, LG메트로에 차량 차단기 자진철거 요청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사태 첫 ‘삼자대면’했지만… 부산일보 10면 사회

‘파행’ 전포복지관 정상화 의견 나눠 국제신문 06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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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초고층 밀집지 해운대구 “빌딩風 전문가 찾습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1/17

부산 시정

전쟁보다 평화에 방점… ‘제2전쟁기념관 건립’ 다시 힘낸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어제 하루 잠깐 ‘숨통’… 오늘부터 다시 미세먼지 ‘고통’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대는 금정산 죽이는 특수학교 건립 계획 철회하라” 부산일보 10A면 사회

부산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병 발생 부산일보 11면 사회

‘일자리 뺏고 세금 낭비’ 난민 지위 받아도 편견의 벽 여전 부산일보 04면 기획

사고 연발 ‘시민의 발’이 불안하다 부산일보 10A면 사회

‘탄저병’ 동백섬 국가가 보호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표지판 안 보여 차선 변경 우왕좌왕… 차량 뒤엉키며 추돌도 국제신문 08면 사회

일산화탄소 단체 중독사고 나면 어쩌나 국제신문 09면 사회

점수조작·서류위조… 과감했던 이주학 전 대표 불법행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맥쿼리에 협약 변경 요구 한겨레 13면 전국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시 교통비 우대 법 마련” 아시아투데이 26면 지역

부산시 시민감사관 30명 21일까지 공모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민감사관 공개모집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국내 자동차 2300만 대 돌파… 친환경차 2% 차지 부산일보 17면 경제

“천혜 절경에 문화 버무려 아난티만의 독창적 리조트로” 부산일보 18면 부동산

“금융공사 세워야 금융중심지 시너지” 국제신문 14면 경제

갈 길 먼 부산 제로페이 … 독려했던 공무원도 이용 외면 국제신문 03면 종합

작년 부산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전국 최저 수준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1분기 경기 여전히 ‘비관적’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항만공사, 외형 위주서 질적인 성장에 힘쏟는다 동아일보 20D면 부산

네이버의 ‘쇼핑몰 대박 비결’ 컨설팅, 부산대 패션거리 살렸다 동아일보 08면 기획

부산은 의류, 광주는 푸드… 지역별로 차별화 동아일보 08면 기획

부산 정치

‘동남권 원전해체센터’ 올 3월까지 입지 선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울산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센터’ 공동유치 가능성 높다 부산일보 05면 사회

한국당 부산 당협위원장 선정 ‘후폭풍’ 부산일보 08면 정치

내달 개각 앞두고… 김영춘 “거취 갈등 중” 부산일보 08면 정치

전재수-박민식 네 번째 매치 성사되나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한국당 ‘서변당’ 회귀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원아페 개최 시기 앞당겨야” 부산일보 17면 경제

“일제 맞선 부산에 항일운동 기념관을…” 부산일보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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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강동수 선임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문화재단 강동수 신임대표 선임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신공항, 총리가 판단하라” 공동 결의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토부 손 떼라… 김해공항 확장안 공정한 잣대로 검토를” 부산일보 03면 정치

총리실 “개입의무 없다”지만 정치적 판단 불가피 부산일보 03면 정치

국토부 “기존 일정대로 확장안 진행” 부산일보 03면 정치

“김해신공항, 靑 입장 뭐냐?” 부산일보 13면 부산

부울경 단체장, 총리에 김해공항 확장 전면 재검증 촉구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의회, 동남권 관문공항 TF 주내 구성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 운명의 열쇠 총리실로 넘겼다 경향신문 12면 사회

“김해신공항 강행 반대” 정부에 각 세운 부울경 단체장들 국민일보 15면 사회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해야” 동아일보 20D면 부산

김해신공항 다시 안개속으로… 부울경 반대 한 목소리 한국일보 14C면 부산

“대구공항 통합이전 확정시 가덕신공항 반대 이유 없어” 한국일보 14B면 대구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서울경제 33B면 전국

“김해신공항 적합한지 총리가 판단해달라”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울·경 단체장들 “김해신공항 백지화하라”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경부울 단체장 ‘김해신공항 절대불가’ 강경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소음피해 가옥, 현 예상치 8.5배”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확장 결정 감사원 감사하라 경남매일 01면 종합

“셀프보고회로 신공항 추진한 국토부 사죄하라” 경남매일 02면 종합

경부울 단체장 “김해신공항 백지화하라” 경남신문 03면 종합

경부울 시민단체 ‘김해신공항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추진 경남신문 03면 종합

“관문공항 못하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재검토 하라” 경남일보 01면 종합

국토부 “일정대로 추진할 것” 경남일보 02면 종합

남구 LG메트로 도로보수비 남구 예산 들였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한국경제 28A면 지역

1/18

부산 시정

“도시철도는 안전이 최우선” 취임식 대신 새벽 댓바람 

‘안전점검’
부산일보 02면 종합

“이제 발 뻗고 앉아도 되겠죠?” 부산일보 02면 종합

“500살 노거수 살리자” 머리 맞댔지만… 부산일보 11면 사회

지난해 부산 메르스 의심환자 ‘모두 음성’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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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보다 미흡” 부산일보 10면 사회

“트라이포트 터미널 추진” 부산시 건설 계획 밝히자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의장협, 10년간 시민 혈세 5억 원 ‘쌈짓돈’처럼 ‘꿀꺽’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도시공사 올해 2158억 규모 발주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해양문화 비즈니스 키울 법 제정을”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독일출신 ‘달동네 성자’ 빈민구제·교육 한평생 국제신문 06면 특집

부산 철길 밑 버려진 땅, 산책길로 변신 한겨레 14면 전국

부산, 양성평등 사업지원 확대 공모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BPA 15돌 생일상 부산일보 19면 경제

BPA 15년 외적 성장 치중… 내실 다져야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지정 10년 됐는데도… 금융 없는 ‘금융중심지’ 부산일보 01면 종합

민간 금융사 부산 이전 ‘0’… 금융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실패 부산일보 03면 금융

르노삼성 수출 부진… 부산 무역수지 4년 만에 적자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울경 주택거래량 2006년 이후 최저 부산일보 01면 종합

“북항재개발·도시재생으로 부산 활력 초석 다지겠다” 국제신문 31면 인물

일부 버스 동호인의 도 넘은 취미생활 국제신문 08면 사회

지자체 체육팀 성폭력·폭행 예방책 없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5% 불과… ‘안전은 뒷전’ 국제신문 02면 종합

협성문화재단, 중고교생 100명에게 교복비 지원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산대표간식 삼진어묵 벡스코에 22번째 직영점 매일경제 28A면 영남

삼진어묵 “올해 매출 목표 1000억” 한국경제 29A면 지역

“글로벌 네트워크로 지역경제 이바지” 매일경제 28A면 영남

부산디자인센터, 市 출자·출연기관 중 일자리 창출 1위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정치

민주 ‘금의환향’ 한국 ‘낙하산’ … 대조적 PK 총선 전략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여야 당협위원장 출신 대학 민주당 ‘지역’, 한국당 ‘서울’ 

대비
부산일보 08면 정치

지지부진 ‘혁신도시 시즌2’ 4개월 넘게 추가 이전 진전 없어 부산일보 03면 금융

‘무늬만 부산사람’ 당협 발탁 독 되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매축지마을 기억 기념관 건립하자”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문화재단 대표 선임 재고” 여성계 분노 부산일보 23면 문화

복천동고분군, 인근 재개발로 세계유산 등재 ‘발목’ 부산일보 10면 사회

연결고리 없는 제각각 습지체험 … 하나의 바늘에 꿰어야 국제신문 15면 특집

“일웅도 거점 콘텐츠로 인지도 쌓는 게 먼저” 국제신문 15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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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9700만원… 임금 떼먹은 6개 영화제 경향신문 13면 사회

“관광활성화 위한 정책 지원 부산시에 당부” 국제신문 30면 인물

신산한 삶 켜켜이 쌓인 골목길… 안내시설·쉼터 태부족 국제신문 06면 특집

동남권

신공항

김해 확장한 뒤 가덕도 논의? 십수 년 시간·10조 원대 돈 ‘낭비’ 부산일보 04면 사회

‘셈법’ 달랐던 부울경, 김해공항 확장안엔 “문제 있다” 

한목소리
부산일보 04면 사회

동남권 관문공항 PK-TK 상생전략 절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귀 닫은 국토부, 신활주로 각도·위치 조정 후 소음 피해가구 더 

줄였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비공개 기본계획안 최종 보고회 논란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울경, 대구·경북 우군화 넘어 동반자 관계 구축해야 국제신문 03면 종합

‘미어터지는’ 지방공항 경남도민일보 15면 사회

김해신공항 두고 지역갈등 재연 우려 경남도민일보 15면 사회

“김해신공항 감사 문제 있으면 원점 출발” 경남매일 01면 종합

부산

시민공원 

좋은데이 숲 

조성

무학, 부산시민 위한 숲 조성에 2억5000만 원 국제신문 31면 인물

무학, ‘좋은데이 숲’ 조성 기부금 전달 한국경제 32면 인물

부산시민공원 좋은데이 숲 조성 무학, 기부금 2억5000만 원 

기탁
경남도민일보 13면 인물

“무학이 지역 동반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경남신문 16면 인물

무학, 부산시민공원 ‘좋은데이 숲’ 조성 기금 전달 경남일보 11면 인물

금정구 침례병원 첫 경매 유찰… 민간매각 일단 제동 국제신문 08면 사회

기장군 기장읍성, 국가 사적 지정 임박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구 동구 “보행환경 개선이 우선” 상인 “영업타격 우려” 국제신문 09면 사회

서구 송도 용궁 구름다리 복원사업 ‘출렁’ 국제신문 09면 사회

수영구
수영구의 ‘특별한 이바구’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구 무제한 질의응답 구청장·주민 ‘소통’ 행사 국제신문 10면 사회

연제구 “이마트타운 연산점 ‘뒷거래’ 의혹 확인” 부산일보 18면 경제

1/21

부산 시정

부산신항 배후산단 ‘땅꺼짐’ 원인 조사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 57% ‘수도권 유학 중’ 부산일보 08면 정치

‘돌봄 공백 해소’ 좋지만… 더 나빠진 ‘보육교사 처우’ 어쩌나 부산일보 04면 기획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 부산시 일방적 정책 시행 부산일보 04면 기획

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내용 공개해야 부산일보 03면 종합

미세먼지 공습 심혈관 ‘빨간불’ 부산일보 22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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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단 20주년, 의료폐기물 처리 등 신사업 찾기 노력” 부산일보 25면 인물

오 시장, 연산·대연 뉴스테이 입장 오늘 답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임란 때 전세 뒤집은 부산대첩 기념 조례 추진 국제신문 10A면 사회

부산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무방비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동네 사장님들 웃게 할 ‘지원군’ 뜹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명절맞이 ‘좋은 날’ 함께 나누니 “더 좋은데이~” 부산일보 17면 경제

13번째 세계해양포럼 ‘밑그림’ 시작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서 국회해양문화포럼 개최 경남매일 06면 종합

부산 단독주택 공시가 6.53% 잠정 인상 부산일보 02면 종합

최악 고용절벽의 그늘, 지난해 실업급여 사상 최대 부산일보 16면 경제

“현지 법인화 외면하고, 지역 상권 죽이는 롯데 퇴출!” 부산일보 11면 사회

올 하반기부터 김해공항 슬롯 주중 1회 늘어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해·수·동 조정지역 해제 촉구… 부산 중개사들 뭉쳤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주휴수당 피하자”… 초단기 근로자 수 급증 국제신문 01면 종합

수산물 단순 유통·가공 한계… 시푸드밸리로 부가가치 높여야 국제신문 06면 특집

스파게티형 어묵·롤 형태 김 등 글로벌 시장서 각광 국제신문 06면 특집

65세 창업 KFC처럼 BN그룹 새도전하겠다 매일경제 16면 인물

해수부, 오는 2040~2050 완공 목표로 추진 경남신문 02면 종합

“스마트산단 시범단지 지정 빨리 해달라”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산 정치

吳 “공공기관 2차 이전 왜 안 하나”… 李 “관련 법 빨리 마무리” 부산일보 08면 정치

오거돈 시장 “트라이 포트 구축, 국가차원서 정리해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與 “혁신도시 평가해 제2 공공기관 이전 검토” 세계일보 06면 종합

김수현 정책실장 “문 대통령, 동서·남부벨트 경기 회복 노력” 부산일보 03면 종합

포항 출신 법조인 닮은 듯 다른 행보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당 97세대 ‘종횡무진’ 당 주축 86세대 밀어내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오늘 부산 찾는 황교안·오세훈 국제신문 04면 종합

이언주 “태어나고 자란 곳” 부산 인연 강조 국제신문 04A면 종합

공동어시장 대표 공백 4월까지 장기화될 듯 국제신문 02면 종합

“시설공단 운영 후 임대료 폭등” 서면 지하상가 상인 단체 소송 국제신문 07면 사회

“유재수 경제부시장, 금융위 시절 금융회사 대표 위해 영향력 

행사”
조선일보 06면 정치

지역 경제 흔들리니 PK 민심 요동친다 경남매일 01면 종합

부산 문화 국립부산국악원 “부산 담은 공연 선보일 것” 부산일보 20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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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악원, 올해 정기공연 강화 국제신문 18면 문화

해양교육·문화진흥법 만든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문화재단 강동수 대표 사퇴하라” 부산일보 20면 문화

‘드라마 in 부산’ 촬영지 재현해 관광객 손짓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영화제 부당한 개입 원천적 차단 파이낸셜 02면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조례로 자율·독립성 보장 경남매일 16면 문화

인스타그램 속 인기 여행지 서울 이태원·부산 광안리 한국경제 E01면 여행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 접근성 떨어져 글로벌 기업 유치 걸림돌 국제신문 03면 종합

“관문공항 생기면 투자 및 기업 이전 메리트 부각될 것” 국제신문 03면 종합

진해 ‘확장’ vs 가덕도 ‘신설’ 제2신항 입지 경남이 유리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산

시민공원 

숲 조성

부산시민공원에 ‘농협숲’ 생긴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부 줄잇는 부산시민공원 서울경제 33면 전국

시민공원 숲 조성, 기업들 통 큰 기부 국제신문 08면 사회

“숲이 우거진 부산으로” 기업 기부로 힘보탠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뉴욕? 아니, 부산에도 센트럴파크가 있다? 헤럴드경제 사회

기장군
“원자력해체센터, 기장이 최적지”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무국장이 안전경비원까지… 기장향교 수상한 채용 부산일보 11면 사회

남구 남구보건소 증축 결국 무산… 구·의회 서로 네 탓 공방 국제신문 08면 사회

북구

“가용재원 ‘0’인 상태 복지는 국가사업 지자체로 떠넘기면…” 조선일보 10면 사회

與구청장 “복지비 가중, 재정 위기” 대통령에 편지 조선일보 01면 종합

여당 지자체장, 문 대통령에 편지 중앙일보 14면 종합

수영구 원룸촌 수영구, 해 지면 ‘주차 난민촌?’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구 ‘20년 민원’ 영도 ‘아슬아슬’ 통학로, 올핸 해법 찾을까 부산일보 10면 사회

1/22

부산 시정

오 시장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부산일보 01면 종합

공정성 강화해 특혜 논란 차단, 서민 주거복지 확대 ‘집중’ 부산일보 03면 경제

“市 일방적 처사에 당혹, 뭘 믿고 사업 해야 하나” 부산일보 03면 경제

부산 뉴스테이 제동… 행복주택 확대 국제신문 01면 종합

市 “환경성 공공성 강화”… 사업자 “독려하던 市, 민원에 굴복” 국제신문 03면 종합

진료는 1시간 반, 입원은 거의 한 달 대기… 공공의료 어디 

있나요
부산일보 05면 종합

지역 갈등 첨예… 부산구치소 이전 ‘3월 내 결론’ 무산되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오거돈·김동일 ‘자랑스러운 해대인상’ 국제신문 25면 인물

해작사 내 해안길 3㎞ 시민에 개방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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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후임 행정부시장 변성완 행안부 대변인 유력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의회, 시민 체감형 성과내기 올인 국제신문 05면 종합

충남도지사 관사 ‘24시간 어린이집’ 된다 경향신문 12면 전국

부산 온 공공기관 직원들, 자녀교육은 수도권에서 한겨레 14A면 전국

부산시, 사회적기업 103억 규모 재정지원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민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 보내세요”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경제

운전자가 졸면 ‘삐삐’ 경고음 부산항에 첨단 ‘야드 트랙터’ 국제신문 15면 경제

양도세 부담 늘자… 부산 증여주택 역대 최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수협중앙회장 또 부산서 배출할까 국제신문 12면 경제

성장성 부각·맞춤형 홍보·지분형 보상… 투자자 맘 잡았다 국제신문 06면 특집

“창업 초기 영문 홈피 만들어 해외시장 공략해야” 국제신문 06면 특집

“부산항, 올해 新남방·新북방 공략 … 물동량 사상 최대 달성” 한국경제 28A면 지역

드론이 찍은 아름다운 도시 부산 경남매일 16면 문화

부산 정치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부지 지자체 협의 거쳐 3월 발표” 부산일보 05면 종합

황교안·오세훈, 동시에 부산 찾아 “부산과 함께할 것” 부산일보 08면 정치

황교안·오세훈 부산서 당권레이스 시동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PK 최고위원 누가 될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냉철해진 PK 민심 “文 싫지만 한국당도 싫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유재수 금융위 국장 해임 배경 ‘재점화’ 부산일보 06면 정치

PK 금뱃지 경쟁… 민주당 ‘내부 결집’ 한국당 ‘공수 겸장’ 국제신문 04면 정치

김영춘·유영민 장관 부산 복귀땐 ‘완전체’ 국제신문 04면 정치

김세연, 부산 보수 대통합 구심점 가능성 국제신문 04면 정치

부산 문화

‘쌈, 마이웨이’ 그곳에서 인생샷 찍어요 부산일보 21면 교통

독립운동가 서영해 자료 695점, 부산박물관 기증 부산일보 11면 사회

“ 세 월 호  세 대 로 서  엄 청 난  수 치 심 …  강 동 수  대 표 

사퇴·속죄해야”
부산일보 25면 문화

“신진 발굴 위한 웹툰 교육 인프라 투자 절실” 부산일보 29면 인물

“대한 독립 만세” 가득했던 구포장터, 지금은 그 흔적 어디에 부산일보 04면 기획

남겨진 식민지 건물… 문화유산인가, 日잔재인가 부산일보 04면 기획

세계 유명 첼리스트 200여명, 부산 해운대서 ‘첼로 페스티벌’ 국민일보 27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부산 시민단체 “김해 신공항 검증기구 구성” 촉구 국제신문 10면 사회

“김해신공항 반대 국민청원할 것”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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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기구 구성을 국제신문 03면 종합

지스타

게임쇼 ‘G-STAR’ 올해·내년도 부산! 부산일보 01면 종합

지스타 내년까지는 부산 개최 확정 국제신문 13면 정치

‘지스타=부산’ 서울경제 16면 IT

‘지스타=부산’ 공식 내년까지 이어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청년 일자리 

만들기

부산시,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260억 투입한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청년 2290명에 맞춤일자리·창업공간 지원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시, 지역청년 2290명에 취업 지원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2290명 청년에 일자리 지원한다 경남도민신문 11면 경제

강서구 “초등생 통학거리 너무 멀어… 버스 지원 계속돼야” 국제신문 09면 사회

금정구 무속인 ‘촛불 발원’에 불붙은 금정산 부산일보 11면 사회

남구 소음·분진 해결해 달랬더니 악화 우려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두 개의 수탁법인 회의록’ 도마에 부산일보 10면 사회

길가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생긴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기초연금 폭탄 구청장 편지에 제도 개선 논의 응답한 대통령 부산일보 01면 종합

정명희 “복지비 부담 과중” 호소에 문 대통령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文대통령 “시행령 고쳐 보조금 더 주겠다” 조선일보 06면 정치

사상구 사상구 환경통합관제센터 전국 기초지자체 첫 개소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 공원화 첫발… 주민요구 뒷받침 용역 착수 국제신문 08면 사회

1/23

부산 시정

도시재생 신사업 부산시, 발굴 착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올해 8곳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 ‘도시재생 뉴딜’ 속도낸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30개 고가교, 추가 철거 계획 없어 부산일보 03면 경제

“홍역·RSV 침투 막아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변성완 내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인천공항서만 되는 휴일 긴급여권 발급 부산일보 01면 종합

무용지물 된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수두룩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교육청, 청소년 도박예방 자가진단 등 전문가 교육 상담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기초연금 2조7000억 부담한 지자체, 6년후엔 2배 낸다 조선일보 14면 사회

국가폭력 치유 ‘트라우마 센터’ 시동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 청년 살리기 ‘셰어하우스’ 보급 부산일보 18면 경제

오래된 고가교 걷어내자 주변 부동산에 볕 들었네 부산일보 03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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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시민 중심’으로 조직 개편 부산일보 18면 경제

“시민 중심 경영 실천을” 부산도시공사 조직개편 국제신문 12면 경제

BPA ‘부산항 환적화물 인센티브제’ 대폭 개편 부산일보 21면 경제

부울경 상의 회장단 “자치단체와 공동협력 방안 적극 모색”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출마 제한’ 삭제 부산일보 21면 경제

유망 스타트업·패션 메이커 부산 크라우드 펀딩 넓힌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6월 부산서 동남권 상생발전포럼 개최 국제신문 13면 경제

중국 천태그룹 왕뤄슝 회장 “한국에 투자 확대하고 싶다” 국민일보 24면 인물

‘부산청년 우리집’ 입주자 모집합니다 한국일보 13C면 부산

‘부산청년 우리집’ 입주 청년 모집 경남매일 08면 경제

부산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 서울경제 27B면 전국

부산 패션 메이커 비스킷 프로젝트 경남매일 16면 문화

“수도권 공장총량제 강화해야” 내일신문 04면 자치

정부·지자체 ‘안전·위기대응’ 다짐 내일신문 03면 정치

부산 정치

‘국회 천장’ 뚫을 PK 여성 정치인은?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부산시당 대변인에 곽규택·이주환 부산일보 08면 정치

꼬리 무는 여권發 의혹 사건… ‘임기말 증후군’ 신호탄? 부산일보 06면 정치

지자체 기초연금 부담률 하향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한국당 “유재수 부시장 사퇴하라”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드론으로 본 아름다운 부산 공원 부산일보 11면 사회

드론으로 본 도시공원 일몰지역 사진전 국제신문 08면 사회

엉터리 BI에 경관조명 부실… 부산 공원관리 ‘민망하네’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화 도시 부산, BIFF에 北 영화·영화인 초청 독보적 소통하자 부산일보 04면 기획

지속성 뛰어난 ‘문화유산’ 교류 효과 커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국악원 단원 15명 채용… 설립 이래 최대 규모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 대표 기념품 한자리서 만나자 경남매일 16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민주당 부산 국회의원·시의회, 동남권 관문공항 지원사격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마

민주항쟁
부마항쟁 피해자 배상판결 내일신문 20면 기획

영호남 

지자체장 

협력 회의

“부산~목포 1시간대 광역철도망 만들자”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목포 KTX, 지역 균형발전 과제 선정 매일경제 28면 전국

영·호남단체장 한자리에… 한국일보 13D면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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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곳 시도지사 국가균형발전 손잡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영·호남 시·도지사 8명 ‘한자리에’ 한국경제 30A면 지역

관광 활성화·수소 인프라 구축에 영·호남 맞손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영호남 8곳 시장·도지사 지역 균형발전 한목소리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지역 간 긴밀한 유대·상생협력 경남매일 03면 종합

영·호남,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한뜻’ 경남신문 03면 종합

영호남 지자체장 지방분권 강화 힘모은다 경남일보 02면 종합

금정구

노포동 복합환승센터 건립 본격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노포동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한국일보 13C면 부산

부산 노포동에 교통 복합환승센터 추진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기장군

‘때지도 않고 사라진’ 난방비… 기장군 경로당 억대 보조금 

유용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화촬영소 이원화는 기장군민 배신하는 행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정관신도시 ‘상가 사기분양’ 술렁 경향신문 12면 전국

부산진구
“복지관 잔혹사 막자” 부산진구의회가 나섰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붕 바로 옆에 도로 만들면, 우린 어떡하나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정명희 북구청장 편지에 여야 정치권도 응답 부산일보 01면 종합

사상구 부산, 전국 첫 환경통합관제센터 가동 서울경제 27B면 전국

해운대구 송정 카페·푸드트럭들, 무단으로 전기 끌어다 사용 국제신문 06면 사회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비싼 통행료’ 20년 논란 끝나나 서울신문 16면 기획

1/24

부산 시정

市, ‘방사선 비상구역’ 반경 30㎞ 추진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원전 비상계획구역 20→30㎞ 확대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경부선 지하화 예타 면제될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市,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공무원 파견 ‘임시 처방’ 부산일보 11면 사회

“요금 감면 車는 안 받아요” 손님 골라 받는 공영주차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미세먼지에 갇힌 부산 부산일보 10면 사회

제2 신항, 부산·경남 합의로 진해 간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역 광장 분수대 역사 속으로 국제신문 06면 사회

정현민, 중국서 인생 2막 국제신문 04면 종합

개금·반여·용호 등 정책이주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거 

개선” 
국제신문 04면 종합

‘韓·아세안 회의’ 유치 인천·제주·부산 3파전 서울신문 18면 전국

부산 경제 “제조업 일감 갈수록 줄어… 외국인 근로자조차 못 쓸 지경” 부산일보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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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부패방지시스템 ISO 인증 국제신문 31면 인물

거물급 금융인사 총출동 다음달 부산서 대토론회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시 내일 ‘혁신성장사업 통합설명회’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항만공사, 美 롱비치 현장조사 경남매일 09면 경제

부산서 2019 드론쇼코리아 내일신문 17면 산업

드론, 수소연료전지 날개달고 ‘비상’ 헤럴드경제 12면 과학

부산 정치

황교안-홍준표 양강 구도?… PK·TK 마음 얻어야 당권 잡는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예타면제 SOC사업 오늘 결정… 정부 “균형발전에 가중치”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병준·김무성·홍준표 ‘들썩’… 2강 구도 흔드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윤영석 의원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PK서 지도부 

나올까
국제신문 05면 종합

영·호남 시도지사 상생발전 한뜻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신공항·원전해체센터 등 공동 협력”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 문화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한자리에… 부산일보 11면 사회

갑작스러운 도서관 지원금 중단 부산일보 21면 문화

부산시립예술단 주요 감독들 특채? 투명성 보장이 관건! 부산일보 21면 문화

‘깡깡이 유람선’ 이르면 3월 운항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대표 관광기념품 뭘까 국제신문 06면 사회

“대학 아니어도 의지만 있다면 영화 배울 길 많더라고요” 국제신문 26면 문화

부산시장, 1976 할란카운티 깜짝관람 경남매일 16면 문화

부산항 환적 

허브 개발

부산항 개발에 5958억 투입… 작년과 비슷한 수준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항을 세계 2대 ‘컨’ 환적 허브로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항에 6천억 투입 세계2대 환적 허브로 파이낸셜 01면 종합

환적화물 年 1146만개…부산항, 세계 2위 환적항으로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동남권 관문공항 소망합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거돈 “가덕도신공항, 부산 발전 백년대계” 부산일보 08면 정치

재경 출향인 “원팀 부산! 고향발전 위해 힘모으자”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출신 인사들 ‘윈팀, 부산’을 외치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부산시, 제2 신항 경남 주고 가덕신공항 협조 받고 ‘윈윈’ 국제신문 03면 종합

도의회 “김해공항 확장 반대” 경남신문 01면 종합

라돈 

매트리스 

사태

라돈 측정기 대여 봇물… 넉 달간 8100명 이용 국제신문 09A면 사회

부산시, 라돈측정기 대여 결과 ‘이상무’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라돈 측정 ‘권고기준치 이하’ 경남매일 07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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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에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 부산일보 01면 종합

“강서구 명지 2단계, 토지보상금 7200억” 부산일보 03면 종합

기장군 “원전해체연구소 기장에” 오규석 군수 1인 시위 국제신문 06면 사회

동구 현 동구 국토관리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들어서나 국제신문 08면 사회

북구 장애인은 접근 힘든 구포역 고객대기실 국제신문 09면 사회

1/25

부산 시정

낙동강 수변구역 늘려… 부산시민 ‘맑은 물’ 갈증 풀자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의회 해외연수 민간에서 심사한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예천군의회 불똥, 부산시의회 해외연수 잠정보류 국제신문 05면 종합

시 일자리정책 믿었다가 계약 해지될 판 국제신문 09면 사회

보호센터 동물 20%는 결국 안락사… 공공 수용시설 확대 

필요성
국제신문 21면 문화

하루 250명 찾는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은 달랑 11면 국제신문 10A면 사회

불끄기 바쁜데… 병원단속 떠안은 소방관 국제신문 10면 사회

정현민 부산시 행정부시장, 3월부터 中 닝보大 교수 선임 국민일보 28면 인물

부산 경제

행복주택사업 지역 건설사 참여 확대 부산일보 18면 경제

행복주택 지역업체 참여율 49%로 상향 국제신문 17면 경제

가맹점주협의회 지역지부 부산서 ‘첫 깃발’ 올린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응 가맹점주 부산지부 발족 국제신문 17면 경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부산은 6.49% 올랐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운대·기장군·동래·금정 상승률 8% ‘훌쩍’ 부산일보 05면 경제

부산 땅값 상승 5.74% 전국 3위 부산일보 05면 경제

단독주택 공시가 부산 6.49% 상승 서울 17% 폭등 국제신문 01면 종합

작년 부산 땅값 상승률 전국 세 번째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경제성장률 2% 유지할 듯”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성장률 2% 답보 전망 국제신문 16면 경제

“市 사회서비스원 설립하려면 제대로 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외연확대 부산신항 세계 2대 환적항 굳힌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항 개발·정비 올해 5958억 투입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외투기업 신기술 투자 땐 세제 지원” 국제신문 16면 경제

금융기관, 공간 지원·투자 연결 ‘창업 메카’ 육성 팔 걷어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32개 기관장, 中企혁신성장 지원 맞손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청년 보금자리 ‘부산형 공유주택’ 인기 한겨레 13면 전국

“신성장동력 앞세워 지역경제 새 활력” 지자체장 한목소리 한국경제 C01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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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만든다 내일신문 14면 산업

부산 정치

예측불허 치닫는 ‘낙동강 大戰’ 부산일보 06면 정치

노인표 의식?… 정부·지자체 ‘경로당 보조금 유용’ 알고도 묵인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내달 결정나나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PK 한국당 전·현 당협위원장 힘겨루기 국제신문 05면 종합

예타면제 ‘눈먼 돈’ 잡아라…지자체마다 ‘서명·집회·읍소’ 문화일보 02면 종합

지역균형발전 vs 혈세낭비…예타 면제 논란 헤럴드경제 06면 정책

부산 문화 “올해 원아페는 서부산서 개최” 북구, TF팀 만들어 유치나서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靑 ‘투 톱’ 만난 吳 ‘신공항 밀어붙이기’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신공항 여론전’ 서울본부 추가 인력 배치 부산일보 08면 정치

“文 가덕도 지지 10년, PK·TK 지역 갈등 풀리면 침묵 깰 것” 부산일보 03면 기획

결국 PK 손 들어줄 與, 대놓고 반대 못 할 野 부산일보 03면 기획

부산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올인’ 한국경제 C02면 기획

꼬일대로 꼬인 김해신공항 추진 경남매일 01면 종합

제2신항 

입지 결정

부산항 제2신항 ‘진해 제덕만’으로 가닥 파이낸셜 01면 종합

제2 부산신항 입지, 경남 진해 제덕만으로 ‘가닥’ 한국경제 30A면 지역

21선석 규모 제2신항 진해 제덕만으로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진해 제덕만 ‘제2 부산신항’ 유력 경남매일 02면 종합

‘제2신항’ 진해에 선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경남도·부산시, 제2신항 진해 제덕만으로 가닥 경남일보 02면 종합

2019 

드론쇼

코리아

더 높이… 더 멀리… ‘2019 드론쇼 코리아’ 부산일보 18면 경제

5G·AI 등 첨단기술로 띄운 ‘미래 드론’ 부산에 다 모였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5G·로봇 등과 접목… 첨단 드론 날아오르다 세계일보 15면 경제

한 번 뜨면 2시간 비행, 수소전지 드론 처음 날았다 중앙일보 B04면 경제

아시아 최대 ‘드론쇼’ 막 올랐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벡스코서 아시아 최대 드론쇼 경남매일 07면 지역

아시아 최대 드론전시회 개막 내일신문 13면 산업

부산 시산학

협력단

부산시, 전국 최초 ‘시·산·학 협력단’ 신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대학이 필요한 것 찾아 ‘핀셋지원’ … 부산 시·산·학 협력단 

가동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시 전국 최초 ‘시산학협력단’ 출범 경남도민신문 08면 사회

기장군
부산 기장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호 조성 부산일보 01면 종합

기장 일광에 3년간 400억 들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된다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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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절경의 해안길 곳곳 끊기고… 카페에 막히고… 국제신문 06면 특집

해송림 앞 달빛 반짝이는 물결 아름다워 임랑 국제신문 06면 특집

수영구 남천마리나 운영 파행, 설립 취지 실종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시, 옛 해운대역 뒤 부지 사라” 해운대구청장 공식 요청키로 국제신문 08A면 사회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통행료 즉각 인하해야” 국민일보 17B면 사회

부산에서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 동아일보 18D면 부산

“거가대교 통행료 5천원 인하를” 경남매일 04면 사회

창원시의회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한목소리 경남일보 02면 종합

1/26 서울시위 열흘만에… 부산 여학생들 “독립만세” 함성을 잇다 동아일보 06면 기획

동래고보의 부산 사나이들, 이틀뒤 릴레이 시위 동아일보 06면 기획

‘트램’ 타러 오이소 서울경제 21면 사회

1/28

부산 시정

‘진해에 부산 제2신항’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눈먼 경로당 보조금’ 모조리 밝혀낸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의회 의장실 아이들 뛰어노는 공간으로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건설현장 실태조사 임금체불 적발 땐 행정조치 부산일보 17면 경제

전국 사회복지사들 부산서 대규모 ‘거리투쟁’ 부산일보 10면 사회

전국 사회복지사들 “복지관 민간위탁제 개선하라” 국제신문 10면 사회

지방분권특위 공동위원장에 오거돈 시장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산시 전국 최초로 시 산학협력단 출범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정무라인 확대·강화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의료원에 1인용 고압산소 치료기 도입 국제신문 08면 사회

몽골 어린이 11명, 부산서 가족상봉 국민일보 24면 인물

“현장 중심 교육…부·울·경 최고 대학 도약” 국민일보 15A면 사회

저출산·인구 유출… 시·군·구 35% 5~30년내 사라질 수도 세계일보 08면 기획

낙동강엔 이제...안 오려는 ‘고니’ 한겨레 02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 수산업 재도약 올해 더 힘찬 항해를” 부산일보 18면 경제

선박관리산업 해외 진출 위해 부산시·BPA·협회 ‘한배’ 부산일보 18면 경제

현대상선, 부산신항 4부두 경영권 되찾아 부산일보 04면 경제

“가맹점주 되는 순간, 부모·자식으로서 삶 무너져”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서 울분 토한 가맹점주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경제 견인차’ 제조업 법인 신설 크게 줄었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제조업 안 한다… 유통업 창업 쏠림 국제신문 15면 경제



시정 이모저모

77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1953년 설립 후 받아온 지역민 사랑 ‘나눔’으로 갚아야죠” 부산일보 28면 인물

“中企 수출 늘리자” 부산시 2,174곳 지원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항만공사-부산시-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업무협약 경남매일 10면 인물

부산 정치

한국당 경선 ‘PK주자’ 홍준표·윤영석 카드 뜰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당 영남권 원외위원장들 만난 문 “늘 마음 짠해…” 부산일보 08면 정치

“영호남 연대 남부경제권 형성해야 부산 지속 발전” 국제신문 05면 종합

심상찮은 PK 민심… 당청 ‘文風’ 살리기 안간힘 국제신문 05면 종합

“정치·행정은 세금 내는 국민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국민일보 L04면 인물

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 사이…경계 넘나드는 의원님들 매일경제 06면 정치

부산 문화

세계 최초 공중 수목원 조성, 공익형 관광시설 들어선다 부산일보 03면 사회

해운대 북극곰축제, 부산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국제신문 05면 종합

7월부터 유람선 타고 북항 관광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의료관광 홍보의 큰 장 서면메디컬 축제 국제신문 06면 특집

‘감천문화마을축제’ 부산 최우수 축제에 서울경제 33B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진실은? 경남매일 01면 종합

롯데타워 

공사 재개

‘롯데타워’ 주거시설 뺀 ‘수직공원 전망대’로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 시장 ‘시민 위한 개발’ 주문, 롯데 ‘전격 수용’ 통 큰 화답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롯데타워 주거시설 뺀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롯데그룹, 수익 대신 공익 선택…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국제신문 03면 종합

10년째 공사 중단된 380m 부산롯데타워 ‘공중수목원’으로 

부활
조선일보 10면 사회

부산 롯데타워 10월 착공 380m 높이… 2023년 개장 매일경제 28면 전국

380m 부산 롯데타워 주거시설 빼고 건축 재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107층 롯데타워 10년 만에 공사 한국경제 26면 부동산

오륙도선 

트램

2022년 한국 최초 트램, 부산 달린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울상’ → 트램 소식에 남구 주민 ‘화색’ 부산일보 02면 경제

트램 유치에 지역 정치권도 ‘환호’ 부산일보 02면 경제

국내 1호 무가선저상트램 2022년 부산 남구 달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내 첫 친환경 트램 오륙도선 확정 파이낸셜 04면 부산

국내 최초 ‘무가선 저상트램’ 부산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기장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기장군 민관 총력전 부산일보 11면 사회

원자력의학원 옆에 두고도… 주민 응급치료 ‘SOS’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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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항일 유적지에 일본인 별장 딴 지명 웬말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사 부지 개발 접점 못 찾은 주민-철도공단 부산일보 11면 사회

철도공단,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고수 국제신문 02면 종합

거가대교 

통행료
왕복 6만원 … 전국 최고 거가대교 통행료 내리나 중앙일보 14면 종합

1/29

부산 시정

‘사상-해운대 대심도 도로’ 예타 면제 유력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비 2조 투입 부산 동-서 연결, 낙후된 서부산 개발 기폭제로 부산일보 03면 경제

예타 면제는 ‘선심성 퍼주기’ 아닌 ‘균등한 나누기’ 부산일보 03면 경제

예타면제 오늘 발표 … 사상~해운대 대심도 촉각 국제신문 01면 종합

몸집 키우는 벡스코, 공항터미널 품을까 부산일보 21면 교통

“공약 실행 업무 조율이 중요한 임무” 부산일보 02면 종합

‘평화의 소녀상’ 부산시가 관리책임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 보호 책임자’ 명시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문화 2030 비전공청회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부산일보 25면 문화

‘금샘로 갈등’ 부산대 총장 한발 물러섰지만… 부산일보 11면 사회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 국제신문 09면 사회

관문공항·국비 확보 … 부울경 ‘서울 정무라인’ 앞다퉈 강화 국제신문 04면 종합

홍역,  여행객 통해 유입… 해외 유행지역 찾을 땐 꼭 

예방접종을
국제신문 22면 건강

시의원 너도나도 5분발언 ‘엇갈린 시선’ 국제신문 04면 종합

‘공공기관 쇄신안’ 길들이기 논란 국제신문 01면 종합

“예산 민감한 공공기관 창업보육센터 기관 위주 행사 급급” 국제신문 06면 특집

부산 경제

조선업 퇴직자 채용 중기에 최대 4000만 원 지원 부산일보 17면 경제

카타르 “LNG선 60척 발주 계획” 한국 ‘수주 기대’ 부산일보 01면 종합

절벽 내몰린 자동차 부품업계 “살려 달라” 부산일보 18면 경제

‘닫힌 지갑’ 안 열리고, ‘문닫기’는 더 어렵고… 부산일보 02면 종합

吳시장 “수산업 도약의 해… 수산식품 클러스터 박차” 국제신문 14면 경제

“신용도 낮은 기업도 특례보증 자금 쓸 수 있게 해달라” 국제신문 12면 경제

공동어시장 대표 선거 4월로 연기 국제신문 14면 경제

민간자금 바탕된 서울, 구인·마케팅 등 맞춤식 창업지원 국제신문 06면 특집

부산 정치

“정부가 ‘경로당 보조금 유용’ 해결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민주·한국 부산시당위원장 “소주나 한잔”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당 ‘PK맨들’ 지역으로 속속 복귀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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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미래당 연일 “예타 면제 반대”… 옛일 잊은 ‘내로남불’ 부산일보 06면 정치

지지율 상승에도 한국당 PK 정치권 ‘총선 위기론’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 문화

민간주관 전시회 지원금 최대 1억 원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도심 공원에서 펼쳐지는 ‘설맞이 민속한마당’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울경 7곳 13만 ㎡에 ‘미세먼지 차단 숲’ 생긴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뮤지컬 가능성 봤지만 장기공연 투자 유치는 숙제 국제신문 18면 문화

문화예술계 “옥상옥 구조에 자율성 침해” 우려 목소리 국제신문 03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새 소음법 적용하면 김해신공항 소음피해가구 7배 증가” 부산일보 01면 종합

민주당 부산의원들 “김해신공항, 안전한 24시간 관문공항 

아냐”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의회도 ‘동남권 관문공항’ 결의문 채택 부산일보 08면 정치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건설’ 부산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제신문 01면 종합

3·1운동 

특집

日 경찰 체포·고문·휴교에도 수차례 이어진 소녀들의 만세 

시위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경찰서장에 폭탄 던진 박재혁·독립군 양성 女 교관 박차정 

포함
부산일보 04면 기획

금정구 서동 주민 “재개발 접고 도시재생” 고조 국제신문 09면 사회

기장군 원전해체硏 유치 촉구 기장군의회, 정부에 건의 부산일보 11A면 사회

북구 북구, 장미공원 부지 사 놓고 신청사 후보서 배제 ‘엇박자 행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구 땅 소유 확인도 않고 ‘덜컥’ 예산 배정한 시·구청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불법주차장 된 ‘해리단길’… 상인이 자구책 찾으라고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1/30

부산 시정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11명 동시 가입 부산일보 29면 인물

부산항 신항 북컨~웅동배후단지 3.2㎞ 주간선로 10년 만에 

개통
부산일보 21면 경제

‘외로움’ 타는 부산 위해 ‘전국 첫 조례’ 만든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항 제2신항 일방 추진 안 돼 어민 대책·배후지 계획 

우선돼야”
부산일보 13면 지역

부산 인구 순유출 작년 2만 7000명 부산일보 17면 경제

소파 버리는 데 ‘남구’ 8000원 ‘서구’ 1만 4000원, 왜 이래? 부산일보 11면 사회

“나도 텀블러”… 구청장들 릴레이 인증샷 국제신문 10면 사회

설 연휴 대중교통 확충, 하루 18만명 수송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미세먼지와의 전쟁’ … 효과는 글쎄 국제신문 04면 종합

을숙도·사천만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 검출 국제신문 04면 종합

하굣길 300만원 든 쇼핑백 주워 주인 찾아준 초등생에게 

표창장
국민일보 24면 인물

부산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일석이조’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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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효과있네 서울경제 29B면 전국

도자기·유리조각 쓰레기 분리배출 성과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대개조 1·2·3 프로젝트’ 확정 한국일보 13C면 부산

‘부산찬가’ 부산시 공식 상징으로 지정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시 ‘市歌-부산찬가’ 공식상징물 지정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역 경유’ 4개 버스노선 새벽 1시40분까지 연장운행 파이낸셜 02면 사회

“2년여 만에 고향 복귀 … ‘다이내믹 부산’ 일조하겠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서부산 스마트복합도시 변신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부산 창업기업, 중국 시장 진출 ‘활기’ 부산일보 19면 기업

공익형 관광시설은 “오! 그래” 107층 호텔 접은 건 “좀 그래” 부산일보 02면 종합

인천도 노후 경유차 2만 대 없애는데 부산은 고작 1500대… 부산일보 10면 사회

“BPA ‘새 인센티브’ 대형선사만 배 불린다” 부산일보 21면 경제

조정지역 해제에도 아파트 가격 하락 ‘계속’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첨단 해양 신산업’ 국가가 육성 국제신문 01면 종합

특화산업 키워 2022년까지 부산 ‘동북아 해양수도’ 굳힌다 국제신문 02면 경제

제로페이 전통시장 사용 확대 정책에 ‘기대 반 우려 반’ 국제신문 12면 경제

20년간 다섯개 사업 실패… 수질정화 항균볼로 성공 스토리 국제신문 14면 기업

재난 때 쓰는 조명 국내 첫 정부 인증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항만공사-카타르항만공사 교류협력 MOU 체결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정치

이해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준비하고 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거 4월 연기 부산일보 21면 경제

마주잡은 민주당-한국당 부산일보 06면 경제

여야 97세대 전재수·김세연 부산현안 협치 ‘첫발’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PK ‘공공의 적’ 두 사람 부산일보 06면 경제

한국당 “유재수 부시장, 금융권 인사 개입” 부산일보 06면 정치

“유재수 자녀, 미국 유학비 출처도 의혹” 조선일보 06면 정치

부산 문화

사하구 ‘제2 감천문화마을’ 만든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설 연휴 뭘 할까? 소망의 춤사위·음악영화가 손짓하네! 부산일보 22면 문화

위기의 ‘송정 서핑’ 레저존 넓혀 되살린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직구장, ‘야구타운’ 조성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부평깡통시장 어묵특화거리 “원조어묵 맛 보러 오실래예” 국제신문 10면 사회

광복로 트리축제 방문객 수 2년 연속 감소 국제신문 09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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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어촌민속박물관 뱃머리가 요동치기展 경남매일 16면 문화

예타면제

대상 발표

지지부진 ‘사상~해운대 대심도’ 탄력 받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항 신항 교통난 해소, 국제물류 중심항만 ‘발돋움’ 부산일보 03면 경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 ‘배제’… 동남권 경기는 활성화 ‘배려’ 부산일보 04면 경제

지역 건설업계 “획기적 결정” 환영 속 “다소 부족” 아쉬움도 부산일보 04면 경제

정부,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부·울·경 살리기’ 나선다 부산일보 05면 경제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예타 면제 국제신문 01면 종합

“대심도 탈락은 부산시 준비부족 탓” 국제신문 02면 경제

서부산 물류 숨통·개발 가속… 대심도 건설 ‘불씨’ 살렸다 국제신문 03면 경제

충북·전북 등 환영… 일부 수도권 지자체들 “역차별” 반발 경향신문 04면 경제

포천 “삭발시위 통했다”… 인천 “GTX-B 탈락 실망” 조선일보 04면 경제

예타면제…부·울·경 ‘웃고’ 수·경 ‘울고’ 서울경제 29면 전국

지자체 희비 교차… 김경수 가장 크게 웃었다 한국경제 02면 경제

남구 부산 남구에 2022년까지 트램 설치된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동구 최형욱 동구청장 커지는 총선 역할론 국제신문 05면 종합

사상구 부산 사상구 “미세먼지-악취-폐수 꼼짝 마!” 동아일보 18D면 부산

서구 송도케이블카 용도 임의변경 의혹… 감사원 조사 착수 국제신문 08면 사회

거가대교 

통행료
“경남도·부산시가 통행료 인하 앞장서야” 경남일보 08면 인물

1/31

부산 시정

남구 트램 ‘오륙도선’ 군용철도 우암선까지 연결될까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아파트 문화’ 재정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종합계획 시행 서울경제 33B면 전국

市,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추진 파이낸셜 04면 부산

“일본의 진정한 사죄, 꼭 받아내겠습니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김 할머니 뜻 받들어 위안부합의 꼭 폐기”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울경 아기 울음소리 급격히 줄었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제2신항, 경남에 뺏기고 LNG벙커링은 부산에?” 부산일보 08면 정치

원전해체硏 부산·울산 공동유치 유력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장애인용 ‘나래버스’ 시동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지역 장애인 전용 ‘나래버스’ 개통식 동아일보 18D면 부산

“민선 7기 공약 실현되도록 힘 보탤 것”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변성완 행안부 전 대변인 국민일보 24면 인물

부산 설 유료도로 무료화 중단 … 광안·거가대교만 면제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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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유입 차단” 설 앞두고 화들짝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경제

미음산업물류도시에 ‘친환경차 부품 융합 클러스터’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강서구에 친환경 자동차부품단지 만든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벡스코 매출 400억 돌파, 전시장 가동률 ‘사상 최대’ 부산일보 17면 경제

KRX “세계선물업협회 포럼 부산 개최”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항 작년 물동량 두 자릿수 증가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미분양주택 5년 만에 최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의료+관광 ‘신개념 실버휴양타운’ 롤모델로 만들 겁니다” 부산일보 18면 부동산

출범 6개월 해양진흥공사 공공기관 됐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공공·민간 임대주택 보완 ‘사회주택’ 부산도 첫발 국제신문 06면 사회

이대명과 전병 등 10개 2차 부산우수식품 선정 국제신문 14면 경제

싱가포르·몽골 하늘길 추가될까 에어부산, 신규노선 부푼 

기대감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일자리 2000개 만든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일자리 르네상스’ 연다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시 ‘지역혁신 프로젝트’ 국비 33억 확보…일자리 2000개 

창출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G2 수출 의존도 높은 동남권 기업 산업구조 재편·경제체질 

강화해야”
경남신문 13면 경제

현대상선, 부산신항 터미널 되찾았다 내일신문 17면 산업

부산 정치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부산일보 01면 종합

7개월 만에 도정 공백, 부울경 협치도 ‘타격’ 부산일보 02면 정치

부산시도 ‘당혹’ … 각종 상생사업 동력 약화 우려 부산일보 02면 정치

출렁이는 PK 총선 구도 바뀔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김경수 법정구속… 정국 격랑 속으로 국제신문 01면 종합

“도지사 구속 상상도 못했는데”… 경남도 패닉 국제신문 02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경남 설맞이 행사 부산일보 23면 여행

북항에 문화교류 허브 조성… 예술인 품는 둥지 만든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전통가락 취해볼까, 현대미술 즐겨볼까, 박물관 가볼까 국제신문 27면 문화

“문화골목 경영 안정… 콘텐츠 채워 변화 꾀해” 국제신문 31면 인물

문화공간 조성 1위 하고도 목포에 밀린 부산 소막마을 한국일보 10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총리실서 검증을… TK와 상생의 길 모색”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해공항 확장 계획안 총리실서 정밀 검증을” 국제신문 05면 종합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수도권 중심 사고” 한겨레 13A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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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걸린 가덕신공항, 앞길에 ‘먹구름’ 내일신문 02면 정치

북항 오페라

하우스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서 개관·운영까지 시민참여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시민 참여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오페라하우스 올해 본격 건립… 운영방식 하반기 결정 파이낸셜 02면 종합

벡스코 

MICE 육성

벡스코 “청년 위한 MICE 아카데미 신설” 국제신문 14면 경제

벡스코, 혁신 경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벡스코, 마이스 육성·제3전시장 설립 본격화 한국경제 28A면 지역

금정구
‘네오필 사태’ 비대위 “금정구청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규탄” 부산일보 21면 문화

뉴타운 지지부진 서동로, 555억 들인 도로확장 멈출판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진구 부산진구의회, 사회복지관 행정사무조사 국제신문 08면 사회

연제구 행복주택 중단 요구 공문 연제구의회, 시의회 전달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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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산 시정

부산시 2~6일 특별교통대책 고속·시외버스 등 증편·연장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서울본부 대대적 조직개편 부산일보 08면

부산 첫눈… 고지대 차량 통제 ‘소동’ 부산일보 11면

부산 뒤늦은 첫눈… 도로 곳곳 차량통제 국제신문 14면

구제역 확산에 전국 대상 가축 48시간 이동중지명령 부산일보 13면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정덕교 제20대 본부장 취임 부산일보 27면

새로운 30년의 비전… 연결·창의·환대의 도시로 국제신문 01면

미래 부산,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경제

손 맞잡은 민·관, ‘위기의 자영업’ 희망의 불쏘시개 부산일보 05면

“대체인력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부산일보 10면

국제여객터미널 승강기 고장 일본인 등 5명 출국 못해 부산일보 10면

‘암울한 경기지표’ 7개월 연속 하락행진 ‘역대 최장; 부산일보 17면

부산진해경자구역에 글로벌 첨단물류단지 조성 부산일보 17면

김해 하늘길, 항공기 하루 407대 날았다 부산일보 17면

에어부산, 제주항공 설 특별 이벤트 ‘펑펑’ 부산일보 18면

휴어기 확대에 중도매인·소매상 ‘울상 부산일보 18면

대형선망, 휴어기 연장에 “생존위협” 중도매인 반발 국제신문 22면

‘친환경 조립 신발’ 크라우드 펀딩 시작 부산일보 18면

수산업 ‘4차산업 혁명’ 전문 인력 부경대, 국비 지원받아 본격 

양성
부산일보 19면

부경대 LINC+, 작년 16억여 원 상당 기술이전 성과 국제신문 30면

부산항 사고 예방 ‘노·사·정’ 손 잡았다 부산일보 19면

현대상선, 신항4부두 인수 계약 국제신문 22면

부산 정치

‘차례상 민심戰’ 불붙인 김경수 부산일보 01면

한국당 부산 ‘신참’ 조직위원장들 “지역에 융화되기 쉽지 

않네…”
부산일보 08면

與 지지율 37.8%·한국당 28.5% 文정부 출범 후 첫 한자리 

차이
국제신문 12면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 출마… 윤영석도 채비 국제신문 12면

부산 문화
온 가족 ‘취향저격’ 영화로 하나 되는 ‘민족의 명절’ 부산일보 20면

부산 KT 양홍석 등 12명 농구협회, 국가대표 발표 부산일보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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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양홍석 男농구대표팀 승선 22일 월드컵 아시아예선 출전 국제신문 28면

최영구 부산문인협회장 선출 부산일보 28면

유럽풍 풍경으로 SNS 명소 맛술촌 등서 다양한 체험도 국제신문 B07면

산 정상까지 전체 덱으로 연결 온 가족이 함께 걷기 좋은 산길 국제신문 B07면

앙증맞은 벽화마을 구경하고 천가교 트레킹하며 풍광 감상 국제신문 B07면

김경수 구속

한국당 ‘대선 정당성’ 의심… “文 대통령 특검” 주장도 부산일보 03면

“일단 지켜보자” 靑 이틀째 침묵 부산일보 03면

여당 “법 상식으로 납득 안돼,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 부산일보 03면

남부내륙철도 ‘물거품’ 안 되길… 걱정스러운 서부경남 부산일보 04면

“저는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부산일보 04면

김경수,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부산일보 04면

김경수 구속에… 만감 교차하는 김태호 부산일보 08면

野 “대통령 수사해야” 與 “대선불복엔 단호” 국제신문 01면

與 “양승태 세력의 재판농단”… 野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국제신문 11면

민주당 내년 총선 낙동강벨트 ‘비상등’ 국제신문 11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시도

산은·현대重·대우조선 인수합병 조건부 합의 부산일보 01면

“조합원 고용 불안”… 대우조선·현대重 노조 반발 부산일보 06면

인수 추진 배경과 파장 부산일보 06면

“설 대목에 날벼락” 술렁이는 거제 부산일보 06면

대우조선, 현대重 품으로… 국내 조선업 ‘빅2’로 재편 국제신문 10면

동남권

신공항
부산 여권 설 인사는 ‘가덕도신공항’ 띄우기 부산일보 11면

강서구

뇌물수수 강서구 전 부의장 상호심도 3년 2개월 실형 부산일보 11면

원아 500명 수용 ‘매머드급’ 공립유치원 명지 설립 확정 국제신문 13면

신항 ‘3.2km 주간선도로’ 9년 만에 개통 국제신문 22면

기장군

일광신도시 남북 관통 ‘지하차도’ 개통 부산일보 13면

일광신도시 ‘삼성1지하차도’ 개통 국제신문 18면

‘이케아 영향권’은 기장까지만? 부산일보 18면

동래구 명문학군에 역세권 교통 ‘동래 더샵’에 쏠린 관심 국제신문 20면

부산진구 부산진구, 3개월간 전포복지관 직접 관리 국제신문 14면

중구 부산 중구 복합건강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부산일보 27면

해운대구
특별치안 필요한 설연휴에… 해운대구 CCTV 올스톱

설연휴
국제신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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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산 시정

버스만 ‘쌩쌩’한 BRT ‘체증’ 뚫어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공공기관장 25명 기본연봉 최대 40% 삭감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연말 경영혁신 평가 후 삭감한 기본연봉 보전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사랑의 온도탑, 불경기 속 100도 달성 국제신문 28면 인물

‘롯데타워’ 부산 옛도심 재생 마중물 될까 한겨레 12A면 전국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생태체험 프로그램’ 서울경제 33B면 전국

싸늘한 경기도 막지 못한 나눔 열기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349건 지적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1인 위한 외로움 방지조례 제정 경남매일 06면 지역

부산신항 배후도로 왕복 6차로 개통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부산서 수소차 사면 ‘보조금 3450만 원’ 부산일보 01면 종합

저상버스 877대 전국에 보급한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기장·경남 양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부산일보 17면 경제

남는 빈방 빌려준다더니… ‘기업민박’으로 변질된 ‘공유민박’ 부산일보 10면 사회

“경사지 4열 배치, 모든 세대서 바다 조망” 부산일보 18면 부동산

재개발 잇단 유찰, 사업성 부족 탓? 수의계약 노린 꼼수?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부진 늪’ 車부품업 총력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창조혁신센터, 중소기업 홈쇼핑 진출 지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기업육성 플랫폼 ‘創工’으로 창공을 날다 매일경제 C07면 기업

新물류 중심지로 뜨는 서부산권 한국경제 28A면 지역

공공기관은 3월 공채 한국경제 26면 창업

부산 정치

PK 총선 지형 ‘김경수 구속에도 여권 우위’ 부산일보 08면 정치

4선 중진 조경태 ‘어이할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선거 때마다 지지층 결집 노린 ‘혐오 장사’… 침묵 더는 안 돼 부산일보 04면 기획

美 증오범죄·英 종교적 선동·獨 SNS 혐오표현 ‘강력 규제’ 부산일보 04면 기획

유치공약만 있고 개선의지 없는 국회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문화

SNS서 핫한 ‘부네치아’, 국비 잡아 ‘전국구 명소’ 될까 부산일보 10면 사회

폐창고에서 발견한 희망… 영도를 다시 그린다 부산일보 21면 문화

부산대교 하부공간, 체험 관광루트로 탈바꿈 추진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부산 영상센터 부지·운영비 놓고 진통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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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여유”…부산 해리단길 뜬다 한겨레 13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시장통’ 김해공항 … 해결책 13년간 표류 매일경제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뒤집은 부울경단체장 …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매일경제 05면 기획

전문가도 갑론을박 매일경제 05면 기획

부울경 ‘신공항 동상삼몽’ 매일경제 05면 기획

인구 500만 지역 공항이 5개 경제보다 정치논리로 빚잔치 머니투데이 01면 종합

정기노선 없는 무늬만 무안국제공항, 140억 적자 ‘최악’ 머니투데이 05면 정치

동향원 사태

‘장애인 강제입원·학대 의혹’ 동향원간부 5명 검찰 고발 부산일보 01면 종합

성폭력·의료실험 당하며 ‘인간’ 지워진 채 내버려진 장애인들 부산일보 05면 사회

“7개월간 병원 생활은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 부산일보 31면 사설

동래구 읍성 성곽 가로지르는 동래구 신청사 설계안 반려 국제신문 06면 사회

해운대구 탄저병이라던 동백섬 동백나무 알고보니 흰말병·잎마름병 국제신문 09면 사회

2/8

부산 시정

부산 첫 ‘사회주택’ 원도심에 둥지 튼다 부산일보 01면

부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삐걱’… 동물병원 8곳 담합 의혹 부산일보 10면

“과도한 학폭위 업무 줄어” vs “사과문 한 장에 피해자 

납득할지”
부산일보 11면

역세권에 자리 잡은 ‘부산형 청년임대주택’ 첫선 부산일보 18면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정덕교 신임 본부장 취임 부산일보 27면

지역난방공사 ‘부패방지 분야평가’ 최우수 부산일보 28면

낙동·수영강 보행전용교로 건넌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대심도 건설 가시화… 주변 땅값·상권 벌써 들썩 국제신문 02면

110년 만에 바닥 드러낸 성지곡수원지 국제신문 02면

천마산터널 통행료 1400원… 부산시 “유료도로 운영 재검토” 국제신문 03면

부산도시공사, 전국 최초 100% 투자 청년희망주택 공급 국제신문 03면

시민엔 휴식공간, 학생엔 생태교육의 장 국제신문 08면

낙동강 바닥 LNG 배관서 천연가스 누출사고 있었다 국제신문 10면

부산 만성 혈액부족 사태 우려 고조 국제신문 11면

부산 경제

국제시장 세 번째 청년몰, 이번엔 맛으로 홀린다 부산일보 02면

물류·제조 거점 넓히고 육상 교통로 첨단화해 ‘트라이포트’ 

완성
부산일보 04면

“부산항만공사, 업무량 과다 이유 신항 배후단지 기업 실적 

미평가”
부산일보 06면

‘부산항 제2신항 상생협약’ 무기 연기 부산일보 17면

올해 공기업 체험형 인턴 7531명 뽑는다 부산일보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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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온비드 누적 거래액 17년 만에 70조 원 돌파 부산일보 17면

‘뷰티산업 육성조례’ 제정 부산 화장품 성장동력 확보 부산일보 18면

QM6 “국내서 내가 제일 잘나가” 부산일보 18면

1년도 안 남은 ‘황산화물 규제’ 국내 해운사 대안은 ‘저유황유’ 부산일보 19면

한국해양대, 스리랑카 해양대 마스터플랜 짠다 부산일보 19면

김 양식장 ‘작황 부진+가격 폭락’ 이중고 부산일보 19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 3년 만에 100만t 회복 부산일보 19면

“부산 신발산업 재도약, 제조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부산일보 27면

‘업무태만’ BPA 139억 날렸다 국제신문 02면

대형화물차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확대 국제신문 11면

화승 대리점 600곳 대금피해 우려… 협력사 미수금 1300억 국제신문 16면

한국거래소, 추위 녹이는 훈훈한 봉사활동 국제신문 16면

美아마존 입점 원하는 부산기업 경제진흥원이 교육 등 

전폭지원
국제신문 17면

고등어 휴어기 수산업계 지원책 시급 국제신문 20면

수산자원조성 협업 확대 전국 전문가들 한자리에 국제신문 20면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에 노사정 맞손 국제신문 20면

연근해 어황 3년 만에 100만t 회복 국제신문 20면

김경수 지사 구속 후폭풍? 제2신항 상생협약 연기 국제신문 20면

부산 정치

다음 주 ‘부산행’ 문재인 대통령, 신공항 ‘답’할까 부산일보 01면

文대통령 내주 부산 방문 가덕도 신공항 언급할까 국제신문 01면

국회 정상화 합의 또 불발… 문희상 “부끄럽다, 국회에서 

싸워라”
부산일보 06면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국제신문 05면

김경수 “1심 판결 상상도 못 해 경남 역점사업 추진 차질 우려” 부산일보 06면

민주당, PK 총선 동부산 전력투구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당권주자들 ‘박근혜 청산’ 놓고 날 선 대립 부산일보 08면

‘김병준 키즈’ 좌불안석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전대 연기 딜레마… 당권주자 셈법 복잡 국제신문 04면

“與, 재판불복 이어 민심불복”… 한국당 ‘불복 프레임’ 맹공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고전부터 예술 영화까지, 보고 느끼고 공부도 하는 ‘작은 

영화제’
부산일보 23면

“부산문화회관 알린다”…‘SNS 서포터즈’ 모집 부산일보 23면

멋진 풍광·이야기 넘치지만… 차와 뒤엉킨 보행로 위험천만 국제신문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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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일출 명소 ‘오랑대’ 다섯 선비 풍류 즐긴 곳 용의 전설… 국제신문 06면

벽화마을 만들기 운동… 주민을 예술가로 바꾸다 국제신문 23면

부산 

공시지가 

인상

‘높거나 낡았거나’ 극과극 부산 건축물 부산일보 03면

임대료 인상 기름 붓는 공시지가 현실화 부산일보 03면

3년간 매년 10% 안팎 상승… 남포동 비엔씨 인근 크게 올라 부산일보 03면

기장군

메르세데스-벤츠 기장에서 만난다 부산일보 18면

동부산관광단지 원주민 생계대책부지 황무지로 방치 국제신문 09면

원전해체硏 부산·울산 공동유치 유력 오규석 군수 “수용 

못한다”
국제신문 11면

동래구 노래주점서 여성 추행 혐의 동래경찰서, 경찰 간부 조사 부산일보 10면

사상구 ‘아파트 숲’ 갇힐 뻔한 주택… 법원, 공사중지 명령 부산일보 10면

영도구 깡깡이마을 유람선 올여름 전 시동 걸까 부산일보 02면

해운대구
20대 성공창업가 겸 기부천사 “받은 만큼 돌려드릴 뿐” 부산일보 02면

해운대 미포유람선서 해상 추락 40대 사망 국제신문 11면

2/9 건설장비, 수도권 ‘초미세먼지 공습’ 조선일보 01면 종합

11만t 크루즈선 입항하자… 미세먼지 농도 4배 치솟아 조선일보 02면 종합

2/11

부산 시정

‘3區 3色’ 온천천, 통합관리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항개발에 지역 목소리 실릴까 부산일보 11면 사회

전국 첫 고양이 복지센터 건립 ‘갈 길 머네’ 부산일보 11면 사회

지난해 TNR 목표 미달… 올해 ‘길냥이 대란’ 올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친환경 보일러 150대 설치 지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제동 걸렸던 ‘빈집 정비’… 부산도시공사가 해결사로 떴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빚내 학비 내는 부산지역 대학생 늘었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포항해역 규모 4.1 지진… 불안감 증폭 국제신문 10면 사회

한국 인구감소 시점 4년 앞당겨질듯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첫 노숙인지원센터 3년 만에 ‘첫 삽’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지역 일자리 만들면 ‘인센티브’ 부산 ‘고용우수기업 인증’ 추진 부산일보 17면 경제

“고용우수기업 인증받으세요” 국제신문 14면 경제

나이키 맞먹던 부산 신발브랜드 어디 갔나 부산일보 17면 경제

위기 몰린 지역 건설업체, 자산 매각하고 임대 사업 눈 돌리고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외국인 1명 유치 땐 진료비만 151만 원… 부가 수입도 막대 국제신문 06면 기획

의료관광 새 브랜드는 ‘스마트케어 메디컬 부산’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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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國 당뇨병 전문가 한자리에… “경각심 알리는 게 우리 

역할”
조선일보 C03면 경제

아프리카에 부산형 드론 활용 시스템 확대 추진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원전해체센터 놓고 영남권 “우리가 최적지” 서울경제 33면 전국

市, 사회적경제기업에 올 10억 융자지원 파이낸셜 01면 종합

‘전북·부산 이전 법안’ 잇단 발의에 들끓는 3대 국책은행 한국경제 14면 금융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어린 은어 분양 경남매일 06면 지역

부산 정치

부산 찾는 文, 도심 스마트화·서부산 개발 강조할 듯 부산일보 08면 정치

‘흔들리는 민심 잡기’ 문대통령 부산행 경남일보 03면 기획

윤영석 “文 폭주 막는다” 한국당 최고위원 출마 부산일보 08면 정치

윤영석, 최고위원 출마 PK 출신 지도부 탄생 조경태와 

단일화가 변수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경남 ‘제2신항’ 협약 백지화” 부산일보 08면 정치

“靑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파악 지시”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동구 매축지마을 보존 가치 따져 보자” 부산시 연구용역 추진 부산일보 02면 종합

‘2019바다미술제’ 전시감독에 서상호 부산일보 20면 문화

2019바다미술제 전시감독에 서상호 오픈스페이스 배 대표 국제신문 18면 문화

2019바다미술제 서상호 감독 선정 경남매일 16면 문화

서핑 명소 송정해변, 웹툰으로 만나볼까 국제신문 19면 문화

웹툰으로 만나는 송정해수욕장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청사포 몽돌해변 관광자원 활용 첫발 뗐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초중고 핸드볼팀 창단 통해 ‘우생순 신화’ 재현하겠다” 동아일보 18C면 영남

부산 브랜드웹툰에 라인업…12주간 연재 서울경제 33B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 총리실 검증 임박 국제신문 01면 종합

24시간 운영 공항 없으면 엑스포 유치도 흥행도 어렵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상하이 등 역대 개최 도시, 접근성 위해 국가가 관문공항 건립 

지원”
국제신문 03면 종합

2032 

올림픽 유치

“2032올림픽, 남북 4개 도시 공동 유치하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2032올림픽 부산·서울 공동유치를” 국제신문 01면 종합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신청 도시 오늘 투표 결정 경향신문 12면 전국

오거돈 vs 박원순 ‘PT 전쟁’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서울과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장,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나서 경남매일 07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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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

파크 신임 

원장 최종열

최종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신임 원장 취임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경제 활력 되살리는 원동력 될 것” 경남매일 13면 인물

최종열 제7대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경남일보 12면 인물

기장군
기장군 “자체 용역도 불사” 일광 우회도로 건립 ‘배수진’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문화원장 선거, 누가 누구 찍었는지 공개돼 파문 국제신문 07면 사회

남구 UN공원 일원 ‘유모차와 걷기 좋은 길’ 조성 국제신문 01면 종합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통행료 장·단기 대책 찾는다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2/12

부산 시정

부산 공공기관장 ‘임금 상한선’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2032년 올림픽 부산 유치 실패 부산일보 01면

실익·명분 다 놓친 부산 올림픽 꿈 국제신문 01면

미세먼지 주점 선박·항만 빠진 ‘반쪽 특별법’ 부산일보 01면

취업 준비 졸업유예생에 “학교 시설 이용료 내라”는 대학들 부산일보 10면

市 고위 간부, ‘가덕도신공항 반대’ 현수막 떼다 경찰 연행 부산일보 11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檢, 선사 대표 등 12명 기소 부산일보 11면

시외버스 요금 할인 정기·정액권 나온다 부산일보 11면

부산 첫 노숙인 지원센터 공사 재개했지만… 부산일보 11면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기사 또 분신 부산일보 11면

고령화에 보안까지… 혈액 수급 ‘빨간불’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장애로 일자리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부산일보 18면

‘동네서점을 찾아라’ 부경대생들의 지역 혁신 프로젝트 부산일보 29면

홍역 의심환자 선별진료기관 부산시·동래구, 대동병원 지정 부산일보 29면

부산 중·고교 ‘친일인명대사전’ 수업 활용 국제신문 01면

환경호르몬 분해능력 탁월 신종 미생물 낙동강서 발견 국제신문 02면

수소차 충전소 도심 설치 허용 국제신문 02면

불법 전단, ‘폭탄 전화’로 뿌리 뽑는다 국제신문 10면

부산 경제

전국 건설기계 48만대 중 3000대만 ‘저공해’ 조치 부산일보 03면

김해공항 늘려도 입국장 면세점 X 부산일보 05면

대형선망업 휴어기 확대 반발 중도매인 주 40시간 근무 결의 부산일보 17면

BNK부산은행 ‘해양금융 전문은행’ 도약 부산일보 18면

부산에서 돌고 도는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는 대안으로 뜨나 부산일보 18면

품격 있는 외식공간 김해공항으로 오세요 부산일보 20면



2019년 시정일지

92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아이디어 넘치는 관광·해양 예비 창업자 ‘주목’ 부산일보 21면

다양한 창업가 한곳에 모아 새 사업 아이디어 창출 국제신문 06면

“기술창업은 단디벤처, 소상공창업은 ‘쩜구’로 돕겠다” 국제신문 06면

BNK부산은행 국내 첫 ‘해양금융’ 전문 특화 국제신문 12면

자갈치 활어도 인터넷으로 산다… 서울도 당일배송 국제신문 12면

북항 운영사 통합, 주도권 싸움에 난항 국제신문 14면

신항 2단계 배후단지 개발 민간사업자 5월까지 공모 국제신문 14면

위판장·횟집 치어 불법유통 단속 국제신문 14면

차기 수협회장 선거 3파전 부산 임준택 등 후보 등록 국제신문 14면

공동어시장 중도매인 ‘근무 단축’ 투쟁 나서 국제신문 14면

“대졸 청년 40%가 탈부산… 맞춤형 일자리 급선무” 국제신문 25면

부산 정치

물 건너간 전대 ‘컨벤션 효과’, 내홍만 깊어가는 한국당 부산일보 06면

3월로 넘어간 개각, 부산 인맥 얼마나 채워질까 부산일보 08면

김경수 경남지사 공백에… 수습 중인 與, 기회 잡은 野 부산일보 08면

“부산 오는 문 대통령 선물보따리 두둑하게” 부산 여야 분주 국제신문 04면 

홍준표 불출마 선언… 한국당 ‘반쪽 전대’ 현실화 되나 국제신문 04면

‘김경수 쇼크’에 與, PK 챙기기 국제신문 04면

부산 문화

‘기장’ 뜨고 ‘달맞이’ 지고… 길이 가른 희비 부산일보 02면

해운대~이기대 케이블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일보 21면

국립부산국악원 공연장, 상반기 개인·단체에 대관 부산일보 25면

바다미술제 서상호 전시감독 “고통 신음하는 바다, 함께 

고민해야”
부산일보 25면

봄의 길목… 대형 뮤지컬 잇단 부산나들이 국제신문 18면

바리톤 김동규와 샹송의 만남 국제신문 18면

화랑가, 미술품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처방안 모색 국제신문 18면

부산웹툰작가들의 방구석 STORY 국제신문 19면

동향원 “동향원 인권유린,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부산일보 02면

금정구
“한옥마을 조성하겠다” 153억 사기대출 일당 적발 부산일보 10면

신협·신탁사 직원과 짜고 153억 한옥마을 조성 사기대출 국제신문 09면

사상구 ‘삭막한 공업도시’는 잊자… 사상구 ‘녹색 도시’ 된다 부산일보 10면

수영구 수영·망미2동 왕복2차선 도로 ‘목숨 건 보행’ 국제신문 10면

해운대구 제2 센텀산단 조성 재시동… 반여농산물시장 이전 추진 국제신문 03면

2/13 부산 시정 복지관 위수탁 ‘표준채점표·표준 조례’ 만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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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계단으로 대피하라는 ‘장애인 스포츠센터’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고시원 10곳 중 7곳 ‘불조심’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민 참여 의사 ‘민간 차량 2부제’ 부산시는 소극적 대응만 부산일보 04면 기획

저녹스 버너 설치·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지원금 받아 먼지 

줄이자”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시,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 가속화 국제신문 07면 사회

지방의회 사무기구 감사 두고 구·군-의회 대립각 국제신문 06면 사회

공기업 대상 ‘살찐 고양이법’ 첫 발의 국민일보 15A면 사회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로 서부산이 확 바뀐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오 시장 “정부 설득해 북항 오픈카지노 유치하겠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국내 첫 트램 ‘오륙도선’ 건설 매일경제 26면 전국

영남주민 1만 명 낙동강 보 해체 촉구
경남도민일보 04면 사

회

부산 경제

“동남권 관문공항·복합리조트 유치 필요”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금융 키울 ‘국제금융진흥원’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어업도 전문직! 맞춤식 도움 드립니다” 부산일보 21면 경제

물고기도 궁금할 부산 ‘바다의 시장’ 누구? 부산일보 21면 경제

광복·남포 지하도상가 임대차 갈등, ‘을들의 전쟁’ 조짐 부산일보 13면 사회

부산시-부산상의 올해 지역경제정책 간담회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상의 새해 첫 간담회 “지역경제 활성화 힘 모읍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역화폐, 부산 경제 살릴 하나의 대안… 도입 검토해야” 국제신문 03면 종합

화승 기업회생 부산기업 14곳 불똥 국제신문 12면 경제

수십 년 노하우 세계 최고… 공정자동화 기술혁신 이뤄야 국제신문 12면 경제

버려진 원단서 찾은 재기의 길… 재활용 가방에 성공 담다 국제신문 14면 기업

나흘 1시간씩 더 일하면 ‘반차휴가’ 생겨요 국제신문 18면 노동

소상공인 생존율 높이기 총력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경영아카데미·전략컨설팅 서울경제 29B면 전국

“우리 가게 왜 잘 안될까” … 해결사로 나선 부산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나선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시, ‘뷰티산업 육성조례’ 제정 한국경제 30A면 지역

르노삼성 협력사들 “이대론 공멸 … 정부가 파국 막아달라” 한국경제 08면 경제

부산시, 산업·과학 발전사 심포지엄 경남매일 08면 경제

부산 정치 文 대통령, 정치적 고향 부산에 ‘선물 보따리’ 안길까 부산일보 10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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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문자로 文 방문 행사 초청… 뿔난 한국당 부산일보 10면 정치

오늘까지 금강산서 남북 종교·시민사회 ‘1박 2일’ 만남 부산일보 02면 종합

맥빠진 한국당 ‘반쪽 전대’ … 黃 대세론 유지될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비위 의혹 유재수 사퇴하라” 부산일보 10면 정치

부산 한국당, 비위 의혹 유재수부시장 사퇴 촉구 국제신문 05면 종합

파행 면한 한국당 전대… 오세훈 vs 황교안 양강 구도로 

국제신문
국제신문 04면 종합

동남권 시도지사 성적이 왜 안 올라 경남매일 01면 종합

부산 문화

오펜하임 ‘꽃의 내부’ 달맞이언덕에 복원 확정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영상위원회 인사 파행… 영화도시 ‘흔들’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비엔날레 수장 ‘사전 내정’ 잡음에 겸직 논란까지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 올림픽 유치 신청 공감대도 전략도 없었다”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104회 전국체전’ 개최지 3월 결정 경남일보 17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답 없는 총리실·TK 달래기, 가덕도신공항 ‘뜰’ 길 멀다 부산일보 03면 기획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아니다” vs “명실상부 영남권 대표공항” 부산일보 03면 기획

부산시, 가덕도 반대 현수막 철거 경남매일 04면 사회

‘가덕도 반대’ 현수막 철거 부산시 공무원, 경찰에 연행 경남신문 06면 사회

현수막 떼다 들킨 공무원들 경남신문 05면 사회

‘현대페이’ 

본사 

부산 이전

핀테크 전문기업 ‘현대페이’ 부산으로 이사온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핀테크 전문기업 ‘현대페이’ 부산 온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현대페이 본사 부산 이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향상

부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5%→8.5% 상향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8.5%로 상향 국제신문 12A면 경제

부산, 재개발 때 임대주택 건설 8.5%로 상향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8.5%로 상향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 재개발 의무임대 5%→8.5% 상향 조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아파트 재개발 때 임대 비율 8.5%로 상향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8.5% 이하로 경남매일 08면 경제

부산 

공시지가 

발표

부산 공시지가 10.26% 상승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중구 상승률 17.18% ‘껑충’ 북구는 6.88%만 올라 부산일보 06면 부산

중구·부산진구 땅값 부산서 가장 많이 올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표준지 중 가장 비싼 땅은 ‘서면 금강제화’ 부산일보 06면 부동산

오늘부터 시·군·구 민원실 공시가격 이의신청 받아요 부산일보 06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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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결국 물먹은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아주경제 01면 종합

“원전 바닷물 못마셔”… 2000억 들인 시설이 애물단지로 아주경제 03면 기획

정부·부산시 “울산 산단 공업용수로 활용 검토” 아주경제 03면 기획

중구 도심재생 투자 봇물…’중구’가 달라진다 매일경제 26면 전국

해운대구 장산 무허가 건축물 골치 … 벌금만 내고 불법증축 ‘배짱’ 국제신문 02면 종합

2/14

부산 시정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부산일보 06면 종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 “낙동강 수질 개선 포기 않겠다” 경남신문 06면 사회

부산 장애인·시민단체 ‘동향원 사태’ 공동 대응 부산일보 10면 사회

센텀2지구 개발 주민추진위 구성에 시민단체 반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제2 센텀조성’ 주민추진위 내일 발족 국제신문 08면 사회

북항 마지막 금싸라기 땅 복합도심지구 조성 박차 국제신문 02면 종합

소녀상 관리자 된 부산시 뒷짐만 국제신문 06면 사회

‘저장강박’ 가구 구·군마다 대처 제각각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청년, 부산서 미래 꿈꾸세요” 한국일보 14C면 부산

대한민국 성장 위해 부산 통쨰로 바꾼다 경남매일 03면 종합

부산 경제

감천항 배후부지에 ‘수출가공 클러스터’ 부산일보 01면 종합

2030년 ‘수산 매출 100조·신규 일자리 4만 개’ 시대 연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스타트업, 전국으로 뻗어나갈 기회 열렸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니하오! 대만 포상관광단 방문 부산일보 17면 경제

주택건설協 “부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해야”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미분양 1년새 2배… 조정지역 해제 촉구 봇물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직원 둔 자영업자’ 1년 새 1만 명 줄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1월 실업률 4.5%… 실업자 2000년 이후 최대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취업자 1년 새 2만2000명 감소… 8년 만에 ‘최악’ 국제신문 04면 종합

상공인 “부산에 차부품 물류허브 필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금융 컨트롤타워 추진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금융 컨트롤타워 ‘국제금융진흥원’ 만든다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관광벤처 키울 ‘관광지원센터’ 유치전 국제신문 14면 경제

미세먼지 선박 교체추진 요구에 정부 “LNG선 140척 

발주지원”
매일경제 02면 종합

2021년까지 3조7천억 투입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매일경제 03면 경제

부산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0.26%↑ 경남매일 08면 경제

부산 정치 “부산시·야당과 협치 이끌어 성과낼 것” 국제신문 30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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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번지는 “망언 3인방 퇴출” 경향신문 03면 정치

예산·인물 다 쏟아부어라… 여권 ‘PK 사수 작전’ 조선일보 08면 정치

부산 

대개조 비전

경부선 지하화 원도심 연결·서부산 스마트 산단 조성 본격 

시동
부산일보 04면 경제

경부선 지하화·사상~해운대 고속도 “부산 대변신” 아시아투데이 03면 경제

사상 폐공장서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 ‘이색적’ 부산일보 05면 경제

“시민들의 바람 부산이 살길” 부산일보 05면 경제

사상 폐공장서 비전 선포… 경제 부활 의지·정치적 효과 부각 국제신문 02면 종합

대한민국 성장 위해 부산 통쨰로 바꾼다 경남매일 03면 종합

與 “부산 숙원 해결 지원” 野 “지원책 재탕 삼탕 수준” 부산일보 05면 경제

吳 “부산 통째로 바꾸겠다” 文 “지역 혁신의 마중물 될 것 국제신문 03면 정치

문 대통령 “부산을 바꿔 봅시다” 국민일보 01면 종합

文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아낌없이 지원” 아시아투데이 03면 경제

文대통령, 폐공장서 부산 대개조 선포… 지역혁신 마중물로 한국일보 09면 정치

부산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지원… PK 민심 달래기 나서 파이낸셜 05면 경제

문 대통령 “부산이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될 것” 경남신문 04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文 “신공항, 영남권 5개 시·도 뜻 모아지면 결정 수월”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구·경북 공항 문제 풀리면 ‘가덕도신공항’ 가능성 높아 부산일보 03면 경제

‘총리실 검증’ 속도, 별도 검증위원회 구성해 신공항 ‘매듭’ 부산일보 03면 경제

문 대통령 “김해공항 확장, 총리실서 검증 가능” 국제신문 01면 종합

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사업, 결정 늦어지면 안돼” 경향신문 04면 종합

文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 돼” 국민일보 02면 종합

文대통령 “부산의 신공항 문제제기 잘 알아” 동아일보 01면 종합

대통령이 직접 거론… 다시 달아오르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 동아일보 03면 종합

文 “신공항, 영남 단체장들 이견 땐 총리실 검토” 서울신문 01면 종합

“가덕도 신공항 청신호” “김해공항 확장안에 무게” 갈등 

재점화
서울신문 06면 종합

文 “동남권 신공항, 가급적 빨리 결정할 것” 세계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아전인수’ 해석… “국책사업 또 뒤집나” 지적도 세계일보 06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불씨 되살린 文대통령… 부산시 “큰 선물 

주셨다”
조선일보 08면 정치

부산 간 문 대통령, 신공항 재검토 시사 중앙일보 01면 종합

신공항 판도라상자 연 문 대통령 … 부산시 “큰 선물 주셨다” 중앙일보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첫 언급한 문 대통령 “합의 안 되면 총리실에서 

결정”
한겨레 13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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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총리실서 재검증할 수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찾은 文, 동남권신공항 논란 재점화 매일경제 01면 종합

靑 “동남권 신공항 빨리 결론” vs 부산시 “총리실 검증 환영” 매일경제 03면 경제

“동남권신공항 건설 광역단체 합의 우선” 머니투데이 02면 종합

文 “합의 안되면 총리실서 검증” 동남권 신공항 논란 더 커지나 서울경제 01면 종합

지자체들 ‘아전인수’ 해석 … ‘김해공항 확장’ 기존안 여전히 

무게
서울경제 02면 사회

文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사업, 너무 늦어지면 안돼” 아주경제 02면 종합

부산 찾은 文대통령 … 신공항 재검토 시사 한국경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하나 한국경제 08면 정치

文 대통령 “동남권신공항 5개 시·도 합의가 우선” 경남신문 01면 종합

“신공항 광역단체 합의가 우선” 경남일보 01면 종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주차로봇·스마트근무… 꿈이 현실되는 ‘2021년 에코델타시티’ 부산일보 04면 경제

에코델타시티, 생활 로봇·물 특화도시로 국제신문 03면 정치

세종 ‘AI·블록체인’ 부산 ‘로봇·물관리’ 스마트시티 만든다 경향신문 04면 종합

자율주행 버스, 주차 로봇‥세종, 부산에 ‘스마트시티’ 만든다 국민일보 02면 종합

2021년 부산-세종에 ‘스마트시티’ 동아일보 03면 종합

2 0 2 1 년  세 종 선  A I 가  병 원  연 계  부 산 에 선  로 봇 이 

발레파킹한다
서울신문 06면 종합

2021년 세종은 AI·부산은 로봇도시로… 세계일보 03면 사회

세종은 AI·블록체인 최적화… 부산은 로봇·물 특화도시로 아시아투데이 03면 경제

정부, 스마트시티 청사진 공개…개인정보 보호 숙제 한겨레 06면 종합

로봇이 주차, 도시 전체가 거대병원… 3년 뒤 스마트시티 온다 한국일보 02면 종합

文대통령 “에코델타시티 세계 선도도시 조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로봇·물 관리·수소 에너지 등 신산업 대거 투입… “새로운 

주거”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스마트시티 건설 기업 113개사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하늘엔 의료드론·로봇이 발레파킹 … ‘AI가 도시 컨트롤’ 서울경제 02면 사회

정치적 고향 부산 찾은 文대통령 … 3.7兆짜리 스마트시티 

선물
한국경제 08면 정치

부산시 

2019년 

공무원 

채용계획

부산시 972명 채용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올해 공무원 972명 뽑는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올해 행정직 등 30개 직렬 972명 채용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올해 행정직 등 9급 공무원 972명 뽑는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시 올해 공무원 시험계획 발표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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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청년 좋고 중기 좋고… ‘2019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시 ‘파란일자리’ 청년·기업 모집 서울경제 33B면 전국

중기는 인재 뽑고 청년은 꿈 이루고 파이낸셜 01면 종합

기장군 9년 끈 국책사업 수출용 원자로 기장 건설 기대감 국제신문 01면 종합

남구 자전거 없는 ‘경성대 앞 자전거 도로’ 없어지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상구 ‘부산 최고령 노거수’ 쫓겨났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2/15

부산 시정

文 “재첩 원조는 낙동강… 가능하면 하굿둑 개방”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전·창선·광복동 ‘부산 고가 토지 1번지’ 부산일보 05면 종합

서면메디컬스트리트, 해운대·서구에 밀렸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감사원 “부산 강서·사하구 세무조사 대상 잘못 선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은 제 2의 고향… 지역 발전 보탬되겠다” 국제신문 31면 인물

6·25참전 英용사, 유언대로 부산에 안장 국제신문 10면 사회

지역 학교들 다목적강당 건립 첩첩산중 국제신문 09면 사회

“졸속 추진” vs “반여·반송 탈바꿈” 센텀2지구 개발 ‘대립각’ 국제신문 10면 사회

낙동강 하구 채취 야생조류 분변서 H5형 AI 항원 검출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지진·해일 대비한 훈련과 교육 더 강화해야” 국제신문 31면 인물

근대 조선업 발자취 ‘깡깡이길’ 상당구간 차로로 걸어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부산~러~중~유럽 연결 7번 국도 

시·종점 표지판
국제신문 06면 기획

늘어나는 습지… 민관 협치 통합관리·공론의 장 마련해야 국제신문 12면 기획

재첩 등 관광자원·특산물로 키워 부가가치 창출을 국제신문 12면 기획

부산 경제

“조선 태종 때인 1407년이 부산항 개항 원년” 부산일보 19면 경제

휴 어 기  갈 등 에  중 도 매 인  근 무  단 축 …  시 름  깊 어 지 는 

공동어시장 
부산일보 19면 경제

“현장 발로 뛰어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시, 전기차 구매땐 최대 1400만 원 지원 국제신문 10A면 사회

꽉 막혔던 신항물류 뻥 뚫렸네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부산 태양광 시설, 전북 22분의 1 수준 국제신문 17면 경제

국내 최대 게임사, 中이 삼키나 국제신문 18면 IT

광역시 분양시장 양극화… 대구·광주 ‘봇물’ 부산·울산 ‘가뭄’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금융중심지 지정 10주년 기념행사 오늘 개최” 동아일보 18D면 부산

지정 10년 됐는데 … 금융없는 금융중심지 부산 한국경제 29A면 지역

부산시, 금융公기관에 출연금 24억 요구 논란 한국경제 14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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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북아 금융허브도시로 도약 경남매일 08면 경제

내수발 받은 화장품株, 모처럼 ‘방긋’ 머니투데이 31면 증권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해법 찾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친환경차 늘려 미세먼지 줄인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김병준 “문 대통령, 부산 지지율 흔들리니 선물 공세” 부산일보 08면 정치

여권, PK 인사 ‘총선 총동원령’에 PK 보수진영, 벌써 ‘참패론’ 

거론
부산일보 08면 정치

“북한개발은행 부산에 설립” 오 시장, 문 대통령에 제안 국제신문 03면 종합

“북한개발은행 부산에 만들고 스마트시티 남북교류 나설것” 매일경제 26A면 영남

부산 민주당, 문 대통령 선물 효과 극대화 주력 국제신문 04면 종합

PK 한국당 지지율 급락 민주당은 올들어 ‘최고’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전대, 보수 중심 TK→서울·PK 교체 촉매제 되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예타면제 이어 신공항 기대부푼 PK… 野 “총선 겨냥한 선심” 동아일보 10면 종합

당청, 신공항·예산 카드로 흔들리는 PK 민심잡기 서울신문 06면 종합

신공항 TK·PK 가르기? … 김병준 “대통령이 총선 선거운동” 중앙일보 08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 금 8개로 동계체전 종합 5위 달성한다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10월 LPGA 대회 꼭 성공시켜 전 세계에 부산 알릴 것” 부산일보 27면 인물

신항 ‘해양문화공간’ 쪼개지나 경남신문 02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대구통합신공항 돕겠다” TK 설득 나선 吳 부산일보 01면 종합

5개 시·도 ‘신공항 동반자’ 뜻 모으면 ‘총리실 검증’도 불필요 부산일보 03면 경제

부산상의 “TK도 별도 국제공항 필요… 서로 ‘윈윈’해야” 부산일보 03면 경제

누구도 기대 안 한 ‘신공항 반전 발언’ 가덕도신공항 의지 

담겼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시 “대구통합신공항 지지”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TK 반발 껴안고, 비수도권 연대 다지기 국제신문 03면 종합

대구시 “신공항 다시 정치 쟁점화해 영남권 분열 의도 우려” 서울신문 06면 종합

대통령이 띄우는 ‘총선용 공항’ 조선일보 01면 종합

TK엔 대구 신공항, PK엔 가덕도 신공항… 文정부, 다 

지어주나
조선일보 03면 종합

靑 “오해가 생겼다”면서도 공식입장은 안밝혀 조선일보 03면 종합

대통령 한마디에 또 꼬인 신공항 … 장기 표류 우려 중앙일보 08면 종합

‘신공항 갈등’ 부산-대구·경북 손잡을까 한겨레 12면 전국

文대통령 신공항 애매모호한 언급에 부산 “가덕도 관철” 한국일보 02면 종합

吳시장 “신공항문제 대구·경북 설득하겠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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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票心 카드…”유령공항 뻔해도 절대 포기 못해” 서울경제 02면 경제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적극 지지”…말바꾼 오거돈 서울경제 02면 경제

동남권신공항, PK·TK 갈등 속 ‘정치권 떡밥’ 전락 아주경제 06면 정치

‘신공항 판도라 상자’ 열리기 前 혼란 증폭 경남매일 01면 종합

‘신공항 발언’에 5개 지자체 ‘딴생각 중’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초대 

총괄건축가 

위촉

부산시 건축정책 총괄건축가에 김인철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 총괄건축가 김인철 대표 위촉 국제신문 16면 경제

김인철 부산시 초대 총괄건축가 국민일보 28면 인물

부산시 초대 총괄건축가에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 위촉 동아일보 18D면 부산

한국대표 건축가 김인철, 부산 총괄건축가로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형 건축 정체성 확립에 한 발 경남매일 07면 지역

AI기반 취업

센터 전국 

최초 구축

AI 기반 취업서비스 센터 부산에 생긴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AI기반 일자리 상담 부산서 전국 첫 구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AI기반 일자리지원상담시스템 구축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화장품산업 

육성

부산, 화장품 뷰티산업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경향신문 12면 전국

부산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나선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화장품 뷰티, 미래산업 육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기장군
기장주민 “원전해체연 공동 유치 중단” 부산일보 10면 사회

“원전 4기 밀집… 40여년 희생 기장군민 염원 외면” 국민일보 15B면 사회

사상구
수백 년 아낌없이 줬건만… 땅 주인 손에 노거수 운명 

달렸다니
부산일보 10면 사회

2/16 김수현 이어 李총리도 지난달 TK 단체장들과 신공항 논의 조선일보 05면 정치

“부산, 금융중심지 되려면 패러다임 변화를” 한국일보 07면 경제

“선거용 정치적 의도 의심…봉합된 지역갈등 재연” 서울경제 14면 정치

2/18

부산 시정

북항 ‘경관수로’ 내년 3월 물 흐른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도시철도 역무원 폭행 ‘보디캠’으로 잡는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항 2단계 부지서 등록엑스포 개최 땐 2030년까지 땅 활용 

힘들 것
부산일보 06면 정치

‘교복비 지원’ 한 학교 다녀도 받는 학생 따로, 못 받는 학생 

따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낙동강하구 방문 부산시의원들 “람사르 습지 등록 필요성 

절감”
국제신문 02면 종합

뉴미디어팀 신설 포함 부산관광公 조직 개편 국제신문 14면 경제

동남통계청 11월 이전… 현 청사·부지 선정 경쟁 후끈 국제신문 02면 종합

개방형으로 확 바뀐 부산시의회 의장실 국제신문 05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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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사 곳곳 민간개발 추진… 상권·보행권 침해 논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여성취업교육장 옆 키스방… “기가 막혀” 국제신문 09면 사회

“청소대행업체 노무비 횡령 근절 구조적 해법 필요” 국제신문 09면 사회

韓-아세안특별정상회의 유치 총력전 오거돈 부산시장 10개국 

대사 간담회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경제

오늘 국회서 ‘수소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민간 창업보육공간 적극 유치 시 ‘창업도시 부산’ 비전 선포 국제신문 01면 종합

테마파크 4월 첫 삽… 동부산단지 부지 완판 기대감 국제신문 14면 경제

“亞 금융허브 평가… 오사카는 상승세, 부산은 하락세” 국제신문 14면 경제

“금융중심 한계 극복 특단조치 필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금융중심지,  외형 비해 내실부족… 신성장 동력 

발굴해야”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금융 컨트롤타워’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속도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K뷰티·의료관광 접목한 ‘B뷰티’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일본인 부산서 사상체질 진단·보양식 체험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쏜다 세계일보 12A면 전국

부산 정치

“부산에 북한개발은행 오면 아시아 금융허브 도약할 것” 부산일보 04면 종합

지자체, 남북교류 잰걸음… 스포츠·교육·문화 전방위 접촉 국민일보 15A면 사회

민주당 부산시당 “모든 조직 총선 체제로” 부산일보 08면 정치

서병수, 전대 앞두고 슬슬 몸 푸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국, 부산 출마’ 민주당 내 찬반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민주당 “내년 총선 과반 얻겠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울산·경북,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뜨거운 경쟁’ 경향신문 14면 전국

與 부산의원들 “총선 과반” 외치며 가덕도 신공항 몰이 조선일보 05면 정치

부산 문화

연예인보다 ‘유튜브 스타’ … 꿈을 좇는 부산 청년 덕후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민예총 신임 이사장에 박종환 풍류전통예술원 대표 국제신문 18면 문화

“동계체전 효자 종목으로 키운 부산스키에 관심을” 국제신문 22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을 허하라” 부울경 100만 명 국민청원운동 

돌입
부산일보 01면 종합

관광전문가·시민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 논의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3년전 결론난 가덕도 경제성 부족… 입지 평가 581점 조선일보 05면 정치

“대구·경북 주민 신공항 건설 지지해주길” 아주경제 21면 지역

김해 착륙? 회항? 동남권신공항 기로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과”… 31년 만에 진상 규명 팔 걷은 

부산시
서울신문 16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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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해수담수

사업

기장 해수담수 ‘전량 공업용수’로… 정상화 물길 찾았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책사업 ‘묻지마 유치’ 뼈아픈 실패 사례, 사회적 합의 

있었다면… 
부산일보 03면 사회

“해수담수 공업용수로만 공급, 정권·시장 바뀌어도 관철해야” 부산일보 03면 사회

기장 해수담수 전량 공업용수로 공급 국제신문 01면 종합

돌릴수록 적자… 생산단가 보전·전기료 감면 최대 숙제 국제신문 03면 종합

지역 사회 “식수용 공급 전환 않겠다 명문화해야” 불신·우려 

여전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수산업 혁신 

계획 추진

부산 2030년 어업인 소득 ‘6만 달러 시대’ 연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어업인 소득 6만佛 시대 연다” … 부산시 마스터플랜 가동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수산업 발전 2조9000억 투입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수산업 혁신’ 닻 올리는 부산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수산업·어촌 혁신 2030계획 추진 경남매일 06면 지역

남구 남구, 국내 1호 트램 유치 기념 걷기대회 국제신문 09A면 사회

북구 북구의회 의원 해외 연수 이젠 ‘셀프 심사’ 없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구 “영도 산복도로 인근 균열, 조만간 정식 민원 제기” 부산일보 11면 사회

중구 치안센터 없애고 BIFF 행사 공간 만든다는 중구 국제신문 08면 사회

2/19

부산 시정

국제당뇨연맹 세계총회 부산 개최가 흔들린다? 부산일보 21면 교통

구·군 ‘녹색제품 구매 경쟁’ 예산 낭비 ‘부채질’ 부산일보 10면 사회

“ 사 고  발 생  제 로 !  시 민 이  믿 고  탈  수  있 는  도 시 철 도 

만들겠습니다”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도시철도 사고 0, 하루 고객 100만이 올해 목표” 국제신문 25면 인물

“산업용수로 공급할 기장 해수담수 현 공업용수 6~7배 비싼 

물로 팔 것”
국제신문 02면 종합

터미널 장거리 손님 일부택시 독점 여전 국제신문 09면 사회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모두 담아… 부산시 청년 맞춤형 지원 파이낸셜 02면 종합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 위한 컨설팅 경남매일 09면 경제

부산시, BRT 시민협력단 본격 시동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운영자금 최대 5억 저리 융자 부산일보 18면 경제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 시행 작년보다 40호 늘린 170호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대졸자, 수도권 대졸자보다 월급 37만 원 적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취업 불패 ‘전화기’마저 일제히 추락, ‘지여인’은 수난 시대 부산일보 03면 경제

수도권 진출, 월급 높지만 취업유지율 낮다 부산일보 03면 경제

스마트양식 키우고 수산이력제 강화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시, 수소선박 개발 이끌 정책 내달라” 국제신문 14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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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1척당 100억 로열티… 수소 원천기술 개발로 끊자” 머니투데이 12면 산업

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정치

민주, PK 민심 잡는다… 숙원사업·김경수 구출 지원사격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쌍우 전 부산시의원 미래당 탈당 한국당 복당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쌍우, 전 부산시의원 바른미래 탈당 한국당 복당 국제신문 05면 종합

“북한과 문화·체육 교류 확대해 경제협력 길 열어야” 국제신문 09면 사회

5조원 보따리 들고 PK 달려간 與 “KTX 조기착공” 조선일보 04면 정치

구청장 잇단 ‘편지정치’… 응원 vs 우려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문화

부산관광공사 ‘SNS 홍보’ 더 힘 쏟는다 부산일보 21면 교통

부산 문화예술공연 연습장 착공 국제신문 18면 문화

1407년 vs 1876년… 부산항 개항 시기 논쟁 가열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포스’ 서울로 떠나나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문화회관 연습장 건립 공사 착수 경남매일 07면 지역

동남권

신공항

“대통령이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관광·마이스 도시 되려면 24시간 관문공항 절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요구 지역주의 폄하 안 돼”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민단체 관문공항 여론전에… 시, TK 자극할까 조마조마 국제신문 03면 종합

전국 곳곳서 커지는 ‘신공항 갈등’…”정치논리 빼야 풀린다” 한겨레 01면 종합

지방정부는 공항 유치만 하고 뒷짐…”건설비 등 분담시켜야” 한겨레 09면 사회

‘장밋빛 공약’ 지방공항 14곳 중 10곳 연 800억 적자 

‘애물단지’
한겨레 08면 사회

“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청원 서명 시작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서명운동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가덕신공항 100만 청원추진…TK “대구공항 이전부터”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신공항은 가덕도로”
경남도민일보 07면 자

치의정

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청원운동’ 경남매일 04면 사회

‘김해신공항 건설 반대’ 100만 국민청원 시작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하라”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 경남일보 02면 종합

L-캠프

“거점별 창업밸리 4곳 조성” 부산 스타트업 매력 ‘UP’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내외 업체 지원 쇄도… 스타트업 가능성 입증한 부산 부산일보 05면 종합

규제 확 풀어야 부산 창업 날개단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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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도 부산 스타트업 보육센터 ‘엘캠프’ 문 열어 국제신문 12면 경제

시민참여·창업열기 등 여건 성숙 … 부산, 펀딩 성공률 높아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롯데 엘 캠프’ 출범 국민일보 17B면 사회

롯데, 부산 스타트업 지원 ‘엘캠프’ 닻 올려 세계일보 16면 경제

부산 창업펀드 30개 5000억 확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롯데액셀러레이터, 부산서도 스타트업 육성 매일경제 17면 기업

롯데, 부산 스타트업도 키운다 머니투데이 13면 산업

엘캠프 부산 상륙…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서울경제 12면 산업

‘도전정신’ 강조한 롯데, 스타트업 발굴 ‘통큰 투자’ 아주경제 10면 경제

‘창업밸리 부산’ 혁신 스타트업 키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롯데-부산시 ‘스타트업 창업 지원’ 협약 한국경제 32면 인물

부산

~싱가포르 

직항노선 

개설

‘부산~싱가포르 직항’ 5월 1일 공식 취항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싱가포르관광청 관광교류 협력 MOU 부산일보 17면 경제

5월부터 부산~싱가포르 정기 직항노선 뜬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싱가포르 관광 활성화 맞손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싱가포르 정기편 5월 취항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기장군

“개인 투표 결과 공개 연루 기장문화원장 퇴진하라” 국제신문 08면 사회

신고리5·6호기 절차 위법에도 건설하라고? 국제신문 14면 전국

“신고리 5·6호기 방사선영향평가 새로” 경남도민일보 05면 사회

동래구 아파트서 노천탕이 훤히 상상만 해도 화끈거리네 부산일보 02면 종합

해운대구 입주 1년이나 지났는데 불법 거주자 될 판 부산일보 11면 사회

2/20

부산 시정

月 10만 원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부산일보 01면

‘지역 예타 면제’ 무색하게 하는 ‘수도권 편법 예타’ 부산일보 01면

2000원대 통행료로 돌아오는 ‘민자도로 역풍’ 부산일보 01면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 급증 부산일보 05면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로 확대 부산일보 05면

탄력근로제 기간 3→6개월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국제신문 01면

부산 유치원 37곳 중 20곳 “에듀파인 도입하겠다” 부산일보 05면

주식 거래에 대학원 과제 강요… 부산경찰 또 갑질! 부산일보 11면

낙동강 하굿둑 연내 열린다 국제신문 01면

부산도시철도 역사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검토 국제신문 01A면

“부산시, 낙동강 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재추진하라” 국제신문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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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또 채용비리 항운노조 간부 실형 국제신문 06면

윤창호 사건 가해자·검찰 1심 불복 항소 국제신문 07면

축대 무너지고 탑차 뒤집히고… 비 내린 부산서 사고 잇따라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노인복지 생활시설 14곳 특정감사 국제신문 18면

부산 경제

폐목·커피찌꺼기로 돈 버는 마을기업 부산일보 02면

지지부진 ‘북항 재개발’ 10년 만에 속도 내나 부산일보 05면

市의회 도시개발특위 오시리아·LCT ‘조준’ 부산일보 08면

국제유가 상승세 영향… 부산 휘발윳값 9일째 올라 부산일보 17면

부산-싱가포르 직항 노선 운수권 맡을 국적항공사는? 부산일보 18면

부산~싱가포르 ‘알짜 노선’ 배분 앞두고 항공사 초긴장 국제신문 02면

에어부산 ‘훨훨’ 제주항공 ‘방긋’ 부산일보 18면

“부산형 대표 스타트업 집중 육성” 부산일보 18면

부산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율 전국 최고 부산일보 18면

“AI가 당신의 취업 도와드려요” 부산시-경제진흥원 상담센터 

개소
부산일보 19면

조선업 숙련기술자 위한 취업캠프 부산일보 19면

부산항 정기 컨테이너 노선 268개, ‘세계 2위’ 탈환 부산일보 21면

“해양수도 부산, 신해양시대로 가는 교량 역할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29면

7개 국립대 ‘산학협력벨트’ 협약 부산일보 29면

부산도시공사 올해 분양가 공개 확대… 업계는 부글부글 국제신문 12면

부산 패션브랜드·장인들 뭉쳐 ‘수제화 스니커즈’ 만든다 국제신문 12면

부산시, 지역 신발 브랜드 제품 개발 돕는다 국제신문 14면

부산 메이커스페이스 지원 ‘시제품 제작 공간’ 만든다 국제신문 13면

부산 정치

與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으로” 부산일보 06면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난항 문희상 “민심의 쓰나미 올 것” 부산일보 06면

‘文맨’들 투입… 민주당 PK 총선 키워드는 ‘인물’ 부산일보 08면

심상찮은 PK 민심에… 문 대통령 급히 일정바꿔 부산행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청소년집행위원 위촉 부산일보 22면

국립무형유산원, 통영시와 손잡았다 부산일보 22면

한국 무용 매력에 빠져 보자 부산일보 22면

상업영화도 흥행 부진, 韓 영화시장 ‘경고등’ 부산일보 22면

LPGA 마이클 완 커미셔너, 부산 골프 홍보대사 위촉 부산일보 26면

LPGA 회장 “부산을 亞 최고 골프도시로” 국제신문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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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스트라·합창·가요 ‘3색 하모니’… 재미·감동도 세 배 국제신문 19면

산조춤·선비춤… 춤꾼 계현순·오상아의 몸짓 국제신문 19면

“문화예술인 마음껏 기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국제신문 19면

한국전쟁 

영웅 

유엔묘지 

안장

한국전쟁 영웅, 부산서 영원히 잠들다 부산일보 11면

영국인 6·25 영웅, 유엔묘지 안장 국제신문 02면

“동맹국 지켰던 아버지, 한국 땅에서 편히 쉬세요” 국제신문 02A면

동남권

신공항

물류허브 역할 못하는 김해공항… ‘트라이포트’ 구축 서둘러야 국제신문 03면

“해외도시와 경쟁 위해 가덕도에 관문공항 만들어야” 국제신문 03면

“전 정부 결정 변경 가능… 부산 최적 입지에 공항 세워야” 국제신문 04면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피해자 지원 조례 만든다 부산일보 10면

기장군 대규모 주택·산업단지 입주… 일광신도시 교통수요 재조사 부산일보 11면

남구 부산 남구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촉각 국제신문 04면 

동구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 이번엔 ‘갑질’ 논란 부산일보 10면

특정 부동산업체 벽보만 ‘덕지덕지’… 동구, 게시판·전봇대 

정리한다
부산일보 11면

동래구
‘지붕 없는’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 비 오면 안전 사각지대 

돌변
부산일보 10면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장애인 외면’ 설계 다시 하라” 부산일보 10면

중구 계약 만료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난기류 부산일보 11면

해운대구

송정 달집태우기 중 ‘폭발’… 2명 화상 입고 1명 실신 부산일보 11면

송정 달집태우기 행사서 폭발… 3명 부상 국제신문 08면

센텀2지구 풍산 사업장 내 오염지 정화 마무리 국제신문 07면

2/21

부산 시정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올 연말 부산에서 열릴까 부산일보 01면

부산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 인력, 아동 100명당 1명 ‘태부족’ 부산일보 03면

국공립 어린이집, 부산서 12곳 개소 부산일보 05면

내부고발자 보호 눈감은 시교육청… 학내 제보 6개월째 “감사 

중”
부산일보 10면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 도시철도 지하시설 안전 점검 부산일보 28면

부산 노동정책 방향·전략마련 머리 맞댔다 국제신문 05면

부산교육청, 화·목요일 야간 민원실·콜센터 운영 국제신문 10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공금 유용 국제신문 11면

부산 경제

‘가시 없는 고등어’ 날자, 대기업 ‘미생’이 ‘완생’으로… 부산일보 02면

“달걀 살 때 산란일 확인하세요” 부산일보 11면

부산시-싱가포르관광청 관광교류 MOU 부산일보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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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국제신문 14면

부산·경남 수출전선 ‘짙은 먹구름’ 부산일보 16면

예탁결제원 부산전산센터 구축 나선다 부산일보 17면

만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후불 교통카드 연내 발급 부산일보 17면

청약 미달될까… 지역 건설사 분양가 산정 골머리 국제신문 02면

대우조선 노조 “현대重에 매각 반대” 국제신문 11면

대우조선 노조 “매각 반대” 집회 국제신문 11A면

부산에 창업기업 ‘공유 오피스’ 만든다 국제신문 14면

‘관광 활성화’ 부울경 머리 맞대다 국제신문 14면

르노삼성 “한불 공동개발 자율주행차 곧 현실화” 국제신문 14A면

부산 정치

한국당 전대, PK서 내놓을 맞춤형 메시지는? 부산일보 06면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움직임 촉각 곤두세우는 부산 정치권 부산일보 08면

부산 내년 총선 후보군, 與 보이는데 野 안 보인다 부산일보 08면

野 최고위원 출마 윤영석·조경태, 안방서 승기 굳히기 국제신문 06면

野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靑 “합법적 체크리스트” 국제신문 06면

부산 문화

부산시 지원 끊긴 이주홍문학관에 제주서 날아온 ‘메세나’ 선물 부산일보 02면

비싼 가격에 망설인 당신을 위해… 공연 티켓 ‘뭉치면 싸다’ 부산일보 20면

‘한국영화아카데미’ 부산 이전 후 첫 졸업·입학식 부산일보 21면

대안공간서 활동해온 기획자들, 주류 미술판 혁신 가져올까 국제신문 27면

기도회·학술대회·전시회로 다시 일깨우는 3·1운동 정신 국제신문 27면

윤이상 초기작 만나는 시간 국제신문 27면

내일 도시철도 10개역서 찾아가는 예술단 동시 공연 국제신문 27면

강서구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명지국제신도시 ‘학군조정’ 부산일보 10면

금정구 부산대 일대 중개업소, 너도나도 “복비 공짜” 부산일보 11면

기장군 “공무원 승진인사 개입” 오규석 군수 1심서 벌금형 부산일보 10면

남구 경성대~부경대 430m 보행·트램전용길 조성 국제신문 01면

사하구

“장애인 빠진 ‘장애인스포츠센터’ 개선” 부산일보 05면

부산시, 경사로 없는 장애인스포츠센터 해결 나서 국제신문 09면

폐교앞둔 감정초등 ‘마지막 졸업식’ 국제신문 01면

서구 서구 구덕골 문화장터 결국 폐쇄 강행 국제신문 09면

영도구 외관도 경관도 독특 원도심 활력所 될까 부산일보 02면

해운대구 초등생 수영장 의식불명 사고 경찰, 그랜드호텔 압수수색 부산일보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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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류 관리 허술… 달집태우기 안전지침 시급 국제신문 10면

2/22

부산 시정

“죽어서는 외롭지 않게” 고독사 대책 ‘속속’ 부산일보 11면 사회

제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정신 흐리는 부산시 서명운동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싱가포르 닮은 점 많아, 직항노선 통해 더 깊은 우정 

기대”
부산일보 27면 인물

사회적 약자, 이제 지역에서 함께 돌본다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위험요소 점검 국제신문 31면 인물

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국제신문 01면 종합

환경단체 “우리가 교량 건설 거수기냐” 국제신문 12면 사회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21곳 ‘덜미’ 국제신문 12면 사회

“워라밸 정책 대부분 우리 손 거쳤죠” 국제신문 30면 인물

“입사 포기하고 뛰어든 국제 구호활동, 제 삶이 됐죠” 국제신문 31면 인물

부산병무청, 첨단 검사장비로 무장 국민일보 19C면 사회

부산시 미래형 도시철도 실증노선 구축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시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 특별전 경남매일 09면 경제

불법의료행위 미용업소 21곳 적발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시 사고다발지역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경제

부산지역 신규채용은 결원 보충 수준… 대기업 유치 ‘절실’ 부산일보 02면 종합

기장 미역 세계로 첫발, ‘MSC 인증’ 도전 부산일보 18면 경제

남구·연제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부산일보 18면 경제

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필지당 재산세 평균 60만 3000원, 올해 337억 더 징수 부산일보 03면 경제

고등어 TAC 소진 임박, 휴어기 전에 조업 손 놓을 판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지역 산학관 30곳, 일자리 창출·채움 공동 대응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공기업·기업·대학 30곳 좋은 일자리 만들기 힘합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교육부터 인테리어까지… VR·AR사업 영토 확장 국제신문 17면 경제

‘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침례병원 새주인 찾기 ‘진통’… 2차 경매도 유찰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한국의 바다, 중국발 수은에 중독되고 있다 서울신문 16면 전국

中서 배출된 수은 한해 21t 우리앞바다 쌓여 매일경제 28면 사회

부산, 일자리 1만개 창출 ‘박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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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어묵, 일본시장 두드린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출신 삼진어묵·새로미어묵 ‘어묵 본고장’ 日 오사카에 

떴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일본 오사카에서 부산어묵 홍보한다 경남매일 08면 경제

부산 정치

저마다 “내가 총선 승리 이끌 적임자”… PK 표심은 어디로? 부산일보 06면 정치

비난여론 의식? 차분해진 연설회 부산일보 06면 정치

민주당, 한국당 전대에 ‘맞불’ 부산일보 06면 정치

PK 정치권 위상 주말에 결판난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5일 후 임기 끝나는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 PK 정치권 “역대 

최악” 평가
부산일보 08면 정치

“지방공공기관장 청문회 법제화하라” 부산일보 08면 정치

내달 개각설… 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문재인 복심’ 친문 3철, 전면에 나서나 국제신문 06면 종합

황·김 “경제 파탄” 오 “탄핵 인정”… 태극기부대는 잠잠했다 국제신문 05면 정치

윤영석 “이기는 정당” 조경태 “새 한국당”… 안방서 굳히기 국제신문 05면 정치

민주·한국당 부산시당, 5·18 망언 격돌 국제신문 06면 종합

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 與,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국제신문 06면 종합

“ 1 0 0 %  연 동 형  비 례 · 만 1 8 세  투 표 권  내 년  총 선 에 

도입하겠습니까?”
한겨레 03면 선거

부산 문화

OK → BNK 부산·경남 女농구단 생긴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8월 부산국제광고제, 순수예술·1인 마케팅 등 대폭 확대 부산일보 23면 문화

삼한시대~근현대… 3㎞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의 향기 국제신문 08면 기획

‘동래 만세 거리’서 일제 맞서던 그날을 기리다 국제신문 08면 기획

부산에 국내 최대 규모 뮤지컬 극장 생긴다 조선일보 16면 전국

인기예능프로 부산배경 관광지 홍보 경남도민신문 08면 지역

동남권

신공항

30년간 논의→무산 되풀이… ‘정치적 술수’에 꺾인 부울경 

희망
부산일보 04면 기획

가덕도신공항 실현 위해선 김해공항 위상 ‘관문공항’ 승격 필요 부산일보 04면 기획

한국당 경남 의원 11명 “김해신공항 원안대로”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가덕도 신공항 검토 시사 문 대통령 진의 알려달라” 경남매일 01면 종합

한국당 경남의원 “문 대통령, 신공항 입장 밝혀라” 경남신문 03면 종합

“신공항 어쩔겁니까” 경남신문 03면 종합

금정구
침례병원 2차 경매도 유찰… 공공병원 추진 악재 우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침례병원 새주인 찾기 ‘진통’… 2차 경매도 유찰 국제신문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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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단점용, 금정구에만 1500곳 국제신문 10면 사회

기장군 고리원전 제어봉 또 고장 노후원전 불안감 더 커졌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중구 창선치안센터, BIFF 행사공간으로 안 판다 국제신문 11면 사회

2/25

부산 시정

‘수영강’ 국가하천 된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고리 4호기 긴급 방문 부산일보 05면 종합

“사람 중심 신호 체계” BRT 교통실험 기대감 고조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능·역할 정립부터” 부산일보 11면 사회

낙동강아트홀 ‘설계 갈등’, 결국 폭발했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김해공항 운반·청소 업체 파업 노사 입장차 커 장기화 우려 부산일보 10면 사회

“2030 엑스포 박람회장으로” 55보급창 반환여론 다시 고조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원전 내 안전 감시 합동사무소 설치 정부에 요구 국제신문 02면 종합

시, 8000만 원 투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국제신문 10면 사회

금융기관 전문가에게 배우는 ‘어린이 경제교실’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첫날 효과 미미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향후 5년 30여곳 학교 문 닫는다 국민일보 16A면 사회

부산시, 생애 재설계대학 2개→4개 확대 운영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설공단·디자인센터, 디자인개선 협약 서울경제 31B면 전국

市, 제조·지식서비스 10개社 공모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경제

“다시 고개 드는 실업률 잡아라” 부산시 일자리 긴급회의 부산일보 16면 경제

5분 충전에 609㎞… 소리없이 강한 차 주행능력도 훌륭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울산=동북아거점해역권’ 묶어야 산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항 개항 143주년 26일 BPEX서 기념식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공항 인프라 ‘수도권 쏠림’ 부울경 관광산업 발전 막는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컨’ 터미널 운영사 통합·허치슨 계약 연장, 안갯속 ‘표류’ 부산일보 03면 경제

신항 2-5단계 부두 제때 개장 못하면 물류대란 가능성 커 부산일보 03면 경제

대표 선출 파행, 휴어제 대립… 부산공동어시장 이번엔 ‘노사 

갈등’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개원 후 첫 간부 워크숍, 부동산 시장 살피며 전문성 높일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수백억 국·시비 쓰고도 해양플랜트 사업단 좌초 국제신문 01면 종합

전망 어두운 해양플랜트에 혈세… 관리 안 돼 ‘눈먼 돈’ 펑펑 국제신문 15면 경제

“유망 블록체인 기업 키울 자금지원법 제정해야” 국제신문 22면 인물

외국인 환자 유치 대구에도 뒤져… 항노화 등 특화 나서야 국제신문 13면 기획

외국인 관광객 보기 힘든 서면 메디컬 축제 국제신문 13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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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개 전 객실 오션뷰… 단독형 3열은 바깥 시선 차단된 

나만의 공간
국제신문 16면 기획

“도심 인근 휴양시설 주목받을 것” 국제신문 16면 기획

깡통주택에 미입주 사태까지… 정부는 대책 필요 없다? 국제신문 16면 기획

“3500여개 일자리 창출효과” 부·울·경 ‘원해연’ 유치경쟁 머니투데이 04면 종합

B-TBC “서부산권 기술사업화 이끌 플랫폼으로” 서울경제 31B면 전국

“사회적 일자리 확충” 오거돈 부산시장 회의 경남매일 06면 지역

부산항만공사,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경남일보 10면 인물

부산 정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 중심지로 ‘미흡’ 부산일보 05면 종합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여부 내달 결정… 시기상조론에 무게 국제신문 14면 경제

‘운동광’ 해리스 주한美대사, 부산서 ‘크로스핏’ 도전 부산일보 02면 종합

‘황 대세론’ 결정적 역할했지만 한국당 PK 정치권은 ‘전전긍긍’ 부산일보 08면 정치

오거돈 시장 “김경수, 즉시 도정 복귀해야” 국제신문 02면 종합

민주·평화 의원들 “한은·산은·수은 본점을 내 지역구로” 조선일보 06면 정치

부산 문화

TV 속 부산 핫 플레이스, 어디까지 가 봤니? 부산일보 17면 경제

‘일제 고문 만행’ 체험해 보세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 드려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BISFF’ 본선 진출작 확정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 체육 뒷걸음질, 동계체전에서도 성적 부진 부산일보 19면 스포츠

“지역 작가가 세계로 나아갈 통로 만들겠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후손에 남길 부산 미래유산 선정 부산일보 18면 문화

올해 ‘바다미술제’ 9월 28일 개막 국제신문 19면 문화

광복기념관 3·1운동 100주년 행사 다채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오페라하우스 수요자 중심 부대시설·야외공간 필요” 국제신문 19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부산시 ‘동남권 관문공항’ 촉구, 수도권에도 홍보 나선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판 바뀐 신공항… “여야 합심 관문공항 건설 주도해야”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김경수 구속·TK 선긋기에 낙관 못해 국제신문 03면 종합

시동도 못건 김해신공항, 불시착 위기 경남신문 01면 종합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동남권 신공항 경남신문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추진해야”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산 대개조 

선언 후속 

TF 결성

‘부산 대개조’ 후속 조치 착수… 시 “민·관·정 TF 결성”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대개조 속도… 실행계획 착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대개조 비전 조기실현에 속도” 파이낸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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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승학산서 수십t바위·흙더미 ‘와르르’… 대형 산사태 조짐 부산일보 10면 사회

“40ｔ 낙석 승학산 일대 방치땐 경사면 전체 무너질수도” 국제신문 08면 사회

낡은 다대포항, 레저·친수 접목 다기능 어항된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 관리감독 구멍… 그랜드호텔 수영장 사고 역시 ‘인재’ 국제신문 08면 사회

2/26

부산 시정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뿌연 봄’ 예고 부산일보 01면

“모호한 법규정에 재건축·재개발 갈등” 시, 도정법 개정 요구 부산일보 05면

“교수 부정 채용” 동아대 전·현 교수 1심서 실형 선고 부산일보 10면

비리로 얼룩진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들 실형 국제신문 08면

승학산 산사태 여파 ‘교통대란’에 ‘답 없다’는 부산시 부산일보 10면

항운노조 채용비리 수사, 검찰·노조 갈등 격화 부산일보 10면

檢 “항운노조 조직적 수사 방해땐 엄벌” 국제신문 09면

동아대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 파면 교수, 무효확인소송 

승소
부산일보 11면

고리 4호기 정상 운전 돌입… 제어봉 오작동 점검 마쳐 부산일보 11면

승학산 잦은 낙석사고에도 관리 ‘급경사지’서 빠져있었다 국제신문 08면

부산 경제

르노삼성·한진중 이번 주 ‘중대 기로’ 부산일보 01면

내 명의 계좌라면 금융기관 달라도 앱 하나로 결제·송금 부산일보 02면

부산~싱가포르 노선 제주·이스타항공 품에 부산일보 05면

에어부산, 싱가포르 황금노선 놓쳤다 국제신문 01면

BNK-경성대 ‘스마트 캠퍼스 구축’ 협약 부산일보 17면

해운재건산업, 지난해 7300억 지원했다 부산일보 17면

비즈니스 서비스 강소기업… 부산시, 맞춤형 마케팅 지원 부산일보 18면

부산에 혁신창업 생태계 뜬다 부산일보 18면

조정지역 풀린 남구 아파트값 ‘꿈틀’… 부산진·연제는 ‘잠잠’ 국제신문 03면

김해공항 수화물 운반업체 노조 계속 파업 국제신문 09면

부산 창업생태계 조성 민관 7곳 손잡다 국제신문 11면

부산 스타트업-지역 청년 ‘인재 매칭데이’ 성황 국제신문 11면

부산 정치

민주당 ‘20대 지지율’·한국당 ‘탄핵’… 총선 뇌관 되나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극단적 우경화로 안 갈 것”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당권 주자 막판 ‘총력전’ 부산일보 08면

문재인 대통령, 구애작전에서 PK 민심 이반은 왜? 부산일보 08면

조경태·윤영석 최고위원 동반 입성하나 국제신문 06면

부산 문화 부산 핫플 안내서, 부슐랭가이드 나올까 부산일보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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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리는 장르만 무대 오르는 ‘예술 편식’ 고쳐 나갈 것” 부산일보 28면

패션쇼에 온 듯… 사진전 보러 왔다가 ‘인생샷’ 찍고 갑니다 국제신문 18면

“만화로 송정 서핑 즐기며 30대 공감코드 느껴보세요” 국제신문 18면

부산영상위, 시나리오작가 조합 유치 국제신문 18면

부산웹툰작가들의 방구석 STORY 국제신문 19면

3·1운동 

100주년

‘조선독립신문·국민회보’ 3·1운동 지하 기록 ‘빛’ 본다 부산일보 02면

조선독립신문 창간호·국민회보 100년 만에 ‘햇빛’ 국제신문 02면

3·1운동 100주년, 부산 구석구석 “만세!” 삼성 부산일보 02면

“윤택근 등 41명 미지정 독립유공자 재조명 돼야” 부산일보 06면

3·1운동 100주년 띄우는 與… 한 발 물러선 한국당 국제신문 06면

부마항쟁 부마항쟁 40년 무색… 창고에 방치된 ‘민주주의 유산; 국제신문 02면

기장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 지원 나섰다 국제신문 09면

동래구 부산시교육청, 동래 온천2초등학교 건립 추진 국제신문 02면

사상구 ‘공포의 내리막길’ 신모라사거리서 6중 추돌 국제신문 08면

서구
‘아미4행복주택’ 지역건설사 참여비율 49% 적용 부산일보 18면

부산 ‘아미4행복주택’ 사업자 모집 국제신문 11면

수영구 ‘태풍 피해’ 민락수변공원 늑장 복구로 불편 부산일보 11면

연제구 부산 첫 자연친화형 놀이터, 연제구에 추진 부산일보 11면

2/27

부산 시정

전국시도교육감협 ‘대입 수시·정시 통합’ 제안 부산일보 01면

‘심각한 교권 침해’, 시교육청이 직접 교사 보호 나섰다 부산일보 06면

재정특위 “원전 환경부담금 강화해야” 부산일보 06면

승학산 50m 간격 세 곳 동시에 불 부산일보 11면

‘낙석사고’ 승학산 이번엔 산불 3곳 동시 발화… 방화 가능성 국제신문 09면

3·1절 특사 4378명… 밀양 송전탑·강정마을 주민 포함 국제신문 01A면

부산 근교 산에 2023년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추진 국제신문 10면

동해선 고속철·부울경 광역철 운행 논의 국제신문 11면

부산 경제

‘强 대 强 대치’ 르노삼성 노사협상 청신호 켜질까 부산일보 06면

르노삼성 사측 “내달 8일이 협상시한” 노조에 최후통첩 국제신문 13면

HACCP 업체 불시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산일보 17면

북·미 정상회담 훈풍에 ‘한국 부도위험지표’ 역대 최저치 부산일보 17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 본격화 부산일보 17면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설립 난항 부산일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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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에 항공계 ‘시끌시끌’ 부산일보 18면

‘싱가포르’ 놓친 에어부산 부산시·지역 경제계 우려 국제신문 13면

부산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 가속도 부산일보 18면

르노삼성자동차 지역 경제 기여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 부산일보 20면

‘부산항 개항’ 144→613주년, 내년부터 7월에 기념한다 부산일보 21면

“자성대부두 허치슨 계약 연장 서둘러야” 부산일보 21면

낚시의 모든 것, 벡스코서 낚으세요! 부산일보 21면

세계수산大 시범은 ‘합격’, 이젠 정식 설립이다 부산일보 21면

다주택자 청약통장 무용론… 부산 가입자 1년 만에 감소세 국제신문 13면

‘비큐브’ 입주기업 모집 ‘엘캠프’ 연계 지원키로 국제신문 13면

부산상의, 제1호 명예의원에 르노삼성차 위촉 국제신문 13면

라돈 검출 여파… 부산 침대 소비자 상담 433% 급증 국제신문 13A면

조선·車업종 모처럼 웃나 내달 기업경기 호전 전망 국제신문 13A면

부산 정치

부산 정계의 ‘변방’ 기장군 내년 총선 ‘화약고’로 부상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뺀 선거제 개혁안 ‘전운’ 고조 부산일보 08면

‘운명의 날’ 맞은 한국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부산일보 08면

전재수 후원 3억 918만 원… 부산 의원 중 1위 부산일보 08면

황교안 득표율 60% 넘고 김진태 2위 땐 ‘도로 친박당’ 국제신문 08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철저히 수사하라” 국제신문 08면

여당의 힘… 부울경 국회의원 후원금 ‘톱 10’ 중 7명 민주당 국제신문 08면

부산 문화

“남편 유작 품어준 달맞이언덕 주민께 감사 드립니다” 부산일보 10면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구·군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라”
부산일보 10면

조성진의 베토벤 선율… 감동을 예약하세요 국제신문 18면

피아니스트 손열음 손끝서 피어나는 부산의 봄 국제신문 18면

그릇된 욕망·가족의 역할… 매력적 5편 첫선 국제신문 18면

3·1운동 

100주년

인터넷 화제 ‘안중근 트럭’ 3·1절 부산 달린다 부산일보 02면

육지보다 더 뜨거웠던 바다 위 ‘항일운동’ 부산일보 02면

3·1절 독립유공 부산 5, 경남 14명 포상 부산일보 11명

‘3·1운동 투사들 마음 새길까…’ 정치권은 지금 ‘독립선언문 

필사붐’
부산일보 11면

中 상하이·항저우서 유관순을 노래하다 부산일보 22면

100년 전 그날 독립군을 기억하며… 창작춤에 실린 민족혼 부산일보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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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마니아들, 3·1절 동래만세거리 걷는다 국제신문 10면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30년 내 한계 도달, 신공항 건설해야” 부산일보 06면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한 이유는…” 국제신문 06면

“관문공항 경제적 효과, 日 간사이공항 보면 알 수 있어” 국제신문 06A면

강서구
이번엔 ‘낙동강 아트홀’ 건설비 놓고… 김도읍·노기태 또 충돌 부산일보 11면

강서 ‘테마파크형 유통센터’ 정부 우선사업 선정 국제신문 01A명

수영구 수영구, 친절한 공무원에 ‘특별 승급’ 부산일보 10면

2/28

부산 시정

로드리게스 포르투갈 국회의장 방문에 ‘기대감’ 부산일보 17면 경제

“포르투갈, 부산의 차부품·조선기자재 산업과 협력 원해”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시, 둘째부터 초등 입학 때 20만 원 부산일보 08면 종합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부산시, 20만원 지급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사하·사상구, 숨 막히는 서부산권 ‘환기’ 팔 걷었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후약방문’ 보행환경 개선 언제까지…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농축산물 안전 대책 부산일보 13A면 사회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 ‘0.98명’ 부산 ‘0.90명’ 16위 부산일보 16면 경제

작년 합계출산율 0.98명 … 사상 첫 ‘1명대 붕괴’ 국제신문 06면 종합

“대륙철도 시종착 부산, 한반도 평화 시대 대비” 국제신문 05면 북한

땅 울퉁불퉁·가로수 불쑥… 휠체어, 차도로 내모는 보행로 국제신문 09면 사회

탈성매매 여성 학자금 신청자 줄어… “대상·금액 늘려야”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생태정책 의지 실종… 오 시장 공약 지켜야” 국제신문 26면 인물

“시민 삶의 질 해치는 악취·미세먼지 총력 대응” 국제신문 26면 인물

부산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한다 동아일보 22D면 부산

부산시,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 부패방지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부산 경제

유통·관광업계, 3·1 운동 100주년 애국 마케팅 ‘활발’ 부산일보 16면 경제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본격화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 공고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1월 주택지표 줄줄이 악화 부산일보 16면 경제

‘해·수·동’ 조정지역 해제 요건 충족… 상반기 풀릴 가능성 국제신문 13면 경제

르노삼성 노조, 이번엔 민노총과 공동투쟁 매일경제 19면 기업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키운다 파이낸셜 06면 부산

비지니스 기회창출 위한 부산항 운영 경남매일 09면 경제

부산 정치 주목받는 PK ‘黃의 사람들’ 부산일보 06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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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1위 당선 조경태, PK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 부산일보 06면 정치

조경태, PK 보수진영 중진 반열 ‘우뚝’ 국제신문 08면 정치

부산 문화

올해 BIFF 10월 3~12일… 조직도 대폭 개편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영상위, 부산 오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과 함께한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 건축 투어’ 올해 말까지 상설 운영 부산일보 20면 문화

“문화예술 성평등 자문위원회와 부산판 ‘CTS’ 만들겠다” 부산일보 21면 문화

부산 곳곳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국제신문 06면 종합

애국지사 라인협 선생 묘지석, 세 동강 난 채 3년간 방치 국제신문 06면 종합

“기본에 충실한 건축이 감동 주는 공간 만들어” 국제신문 24면 문화

“남편의 작품 지켜줘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항 개항 143주년… 역사 연구 추진 파이낸셜 06면 부산

동남권

신공항

신공항시민추진단 조직 확대·재정비 부산일보 08면 종합

저조한 김해신공항 반대 청원 반등할까 경남매일 04면 사회

부산시 

반려동물 

비문 등록제

부산시, 반려동물 코·얼굴 사진 기록 ‘비문 등록제’ 추진 부산일보 13면 사회

부산시, 반려동물 ‘코주름 등록제’ 도입 추진 경향신문 16면 전국

부산시, 반려동물 ‘코주름’ 등록제 도입 추진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기장군 ‘원장 선거 투표결과 유출’ 기장문화원 압수수색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하구
승학산 산사태 여파 ‘교통대란’ 수습책 나서 부산일보 10면 사회

승학산 경사면 계속 균열 진행 인근 도로 통제 장기화 불가피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성매매집결지 해운대 ‘609’ 홍등 꺼진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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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화문 출발한 ‘독립 횃불’ 4월11일까지 전국 100곳 밝힌다 경향신문 02면 기획

“100년전 외침을 기억하자” 전국에 태극기 물결 동아일보 08면 기획

“한달 왕복 300만원” 통행료 가장 비싼 다리, 거가대교 논란 조선일보 B09 기획

3/4

부산 시정

오거돈 “평화의 소녀상 품겠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교통사고 사망자’ 부산·경남 줄고 울산 늘어 부산일보 11면 사회

법 ‘공포’ 돼도 조례는 미적… 미세먼지 ‘공포’ 언제까지 부산일보 06면 종합

3·1절 ‘강제징용 노동자상’ 재설치 무산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노동자상 또 설치 무산… 노동계, 지자체에 협상 제안 국제신문 10면 사회

천마산터널 개통 코앞, 인근주택 균열 대책은? 부산일보 11면 사회

자성대는 상업지로, 부산역 인근 창업 테마거리로 재탄생 국제신문 02면 종합

정부 ‘개방형 실험실’ 사업자에 부산백병원 선정 국제신문 22면 인물

교통 불편에 공장 소음·악취 회동 행복주택사업 무산 위기 부산일보 02면 종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명분 돈 받은 공무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제2도시 부산마저… 사망자가 출생아 추월 한국일보 11면 종합

부산시 네번째 中企 직장어린이집 개원 서울경제 31B 전국

전국 첫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성과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부산 읍·면·동 206곳에 2022년까지 통합돌봄센터 설치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푸른 부산 만들자” … 市 녹색소비 앞장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시 ‘블루오션’ 재난안전산업 중기 육성 나선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조정지역 해제 요청” 부산일보 06면 종합

‘스마트시티 선두주자’ 부산, 모빌리티 DNA로 평화 이끈다 부산일보 05면 기획

“수소 발전소 있는 동부산이 수소 경제 중심 되어야” 부산일보 05면 기획

“천년의 맛, 전통 기장미역 어때요”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중기 체감경기 3개월 만에 ‘반등’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동산신탁업 진출도 실패… 지역 상공계 ‘울상’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부동산 신탁사 무산 신규 예비인가 모두 서울 국제신문 15면 경제

“노인도 산보다 도심 좋아해… 시니어 타운 성공 가능성 커” 국제신문 16면 부동산

호텔 같은 실버타운… 손자도 함께 머물 수 있게 유아학교 

들어서
국제신문 16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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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본사 제4 이통사 만들면, 제조·금융 등 신산업 창출 국제신문 13면 기획

吳시장, 제로페이 SNS 캠페인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오거돈 시장도 “제로페이 이용합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정치

‘황교안號’ 승선할 PK 인사는?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내년총선, 친문·친박 또 맞붙나 국제신문 06면 정치

서병수, 정치활동 재개 잰걸음 이르면 이달 초량동 사무실 

개소
국제신문 06면 정치

부산 문화
안치환·관객 1400여 명, “대한독립만세” 부산일보 18면 문화

부산보훈청 3·1절 100주년 독립유공자 포상 국제신문 22면 인물

광안대교 

선박충돌

광안대교, 대형사고 막을 ‘안전 장치’ 없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러 화물선, 유람선 들이받고도 교량 쪽 직진 ‘이해 못 할 운항’ 부산일보 03면 사회

“광안대교와 가까운 용호부두 폐쇄해야” 부산일보 03면 사회

이번엔 대형 선박끼리 ‘쿵’ 부산일보 11면 사회

5년간 선박 음주운항 적발 530건 부산일보 08면 정치

광안대교-선박 충돌 대응매뉴얼도 없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강제 도선·해경 감시 비껴난 용호부두 ‘안전 사각지대’ 국제신문 03면 사회

광안대교 통제로 주말 교통지옥 보수·안전진단 한 달 국제신문 03면 사회

음주운항 발뺌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 국제신문 03면 사회

광안대교 보수 한 달 걸릴 듯 … 1t 넘는 화물차 등 통행 제한 중앙일보 16면 종합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 vs “강행 땐 형사고발” 부산일보 01면 종합

개학 전 기습 문자 통보, 학부모들 “애들 볼모로…” 부산일보 02면 사회

아이 볼모로 유치원 개학 연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참 유치원 정확한 집계 안돼 ‘대혼란’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교육청 “시정명령 내려 철회 설득 중” 국제신문 09면 사회

남구 암환자도 있는데… 대연비치 재건축 이유로 온수·난방 끊어 국제신문 10면 사회

동래구 “정화조 악취 때문에 못살겠어요” 뿔난 동래구민들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하구 승학산 낙석구간, 오늘부터 차량통행 부분 허용 국제신문 10면 사회

3/5

부산 시정

“해상사고 무방비 ‘용호부두’ 폐쇄하고 재개발 서둘러야” 부산일보 01면

용호부두 1000t 이상 선박 입항통제 국제신문 09면

광안대교 충돌사고 화물선 예인선 없이 ‘불법 입·출항’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박상준 정무특보 사의 부산일보 02면

소녀상 ‘불법적치물’ 신세 벗나… 부산시, 조례 개정 검토 부산일보 10면

악취 심한 온천천 오수 토출관 부산시, 올해 상반기 중 정비 부산일보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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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형폐기물 가격 권고안 만든다 부산일보 11면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중단하라” 부산일보 11면

‘부산항 비리 공생 3각 커넥션’ 검찰 칼끝 항운노조 정조준 부산일보 11면

항운노조 비리수사, ‘삼각 커넥션’으로 중심 이동 국제신문 08면

불법전단 ‘폭탄전화’ 부산 전역 울린다 국제신문 09면

시청 앞 행복주택 수정안 다음주 통보 국제신문 10면

분위기 식었지만… 부산시, 남북협력 사업 다시 불 붙인다 국제신문 10면

‘북항 재개발 범정부 추진단’ 내일 출범 국제신문 15면

부산 경제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1위 부산일보 02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범위 ‘시·도’에서 ‘생활권역’으로 확대 국제신문 01면

부산항운노조, 한국노총 탈퇴 추진 부산일보 18면

“자동주문기 구매·대여하세요” 부산시, 소상공인에 지원금 부산일보 18면

르노삼성 갈등 ‘계속’ 지역사회 우려도 ‘고조’ 부산일보 18면

스타트업 투자연계 넘어 기업 간 교류·육성 활성화 박차 국제신문 06면

부산시·경제진흥원 신생·중견기업 참여 상생혁신포럼 설립 국제신문 06면

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원스톱지원센터 문 열어 국제신문 12면

부산상의,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 촉구 호소문 국제신문 12면

부산경제진흥원 기술창업 100팀 모집 국제신문 13면

BNK부산은행, 디지털 금융 홍보대사 40명 모집 국제신문 14면

신항 5개 부두 야드트랙터 과반 친환경 연료로 전환 국제신문 15면

해양진흥공사, 선박가치평가 서비스 국제신문 15면

부산 정치

새롭게 ‘컴백’하는 김세연 부산일보 08면

‘黃의 싱크탱크’ 역할 이진복 부산일보 08면

황교안 첫 메시지는 ‘강한 야당’ ‘국민통합’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보이콧 철회, 국회 올 첫 정상화 국제신문 04면

황교안 주요 당직에 친박 중용 탕평인사 대신 친정체제 구축 국제신문 04면

부산 문화

‘6·25전쟁과 유엔’ 관련 자료 ‘한곳에’ 부산일보 10면

‘청춘마이크’ 참가… 청년 예술인 모집 부산일보 25면

“5월 부산국제연극제 자원봉사자 모집해요” 부산일보 25면

“마음껏 놀 판이 깔렸다” 밴드·힙합 공연장 ‘노드’ 탄생 부산일보 25면

봄나들이, 다양한 영화의 세계로… 부산일보 25면

‘세이수미’ 국내 대표 록밴드로 승승장구 국제신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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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 가을 단독공연 끝으로 해체 국제신문 18면

절절한 가족애·비극적 시대극… 완성도 높인 재공연작 기대 

높아
국제신문 18면

부산문화재단 ‘성평등 자문위원회’ 구성 국제신문 18면

수출도시 

부산 위기

올 수산식품 수출액 25억 달러 ‘시동’ 부산일보 05면

부산 수출 감소율 두 자릿수… ‘무역 중심지’ 위상 흔들 부산일보 05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멈출 수 있을까 부산일보 05면

한유총 파업 

철회

한유총 ‘백기 투항’했지만 학부모는 ‘부글부글’ 부산일보 01면

정부 초강경·싸늘한 여론에… 한유총 ‘백기 투항’ 국제신문 01면

멈춰선 등원차량… 연차·반차 낸 학부모들 등원행렬 국제신문 03면

3·1운동 

100주년

자녀와 함께 되새기는 3·1운동 100년 큰 뜻 부산일보 22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 전시회 국제신문 09A면

어부들항일투쟁역사 재조명 국제신문 15면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총리실 검증 속도 국제신문 02면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급물살 탄다 부산일보 13면

북구 구청 기간제·무기계약직 노조회비 억대 횡령 부산일보 10면

사상구 조합원에 선물 제공 후보자 등 2명 수사 부산일보 10면

영도구 들어보세요, 깡깡이마을 어르신들 인생이야기 국제신문 09A면

해운대구 학부모, 마린시티 아파트 건립 반대 목소리 국제신문 10A면

3/6

부산 시정

북항,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 만들 ‘통합개발추진단’ 출범 부산일보 18면 경제

학교 급식, 안심하고 드세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양산~울산 경전철 건설 이번엔 될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방위 명칭 구, 언제까지 쓸 건가 부산일보 02면 종합

미세먼지 공습… 앞도 답도 안 보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온난화로 정체된 대기, 오염물질 만나 ‘공기 질 나쁨’ 부산일보 03면 환경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헛구호’ 우려 경향신문 14면 전국

‘고유황 면세유’ 불법 유통 조직 적발 부산일보 03면 환경

BPA, 용호부두 재개발 땐 공공시설 45→70% 공공성 강화 국제신문 03면 사회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국제신문 06면 사회

포상금 효과?… 낙동강 뉴트리아 개체 확 줄었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여성최고관리자 양성과정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국제신문 18면 복지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면제, 부울경엔 무용지물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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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보육료 부정수급 판친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장애인 보행권 보장하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발효·소멸 기계 보급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부산시, 무선인식 감량기 보급 늘린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경제

경제진흥원,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부산일보 19면 기업

대형기선저인망수협 ‘패기 vs 안정감’, 부산시수협 ‘난타전’ 부산일보 21면 농수축산

골칫덩이 부산항 환적 ‘컨’ 매각 반출 부산일보 21면 농수축산

지역 건설사 경성리츠, 민간 최초로 ‘사회주택 사업’ 참여 부산일보 18면 경제

BIFC 금융노조 찾은 오 시장 “어중간한 기관들” 발언 사과 부산일보 10면 사회

BIFC 입주기관 노조 오거돈 시장과 간담회 국제신문 13면 경제

吳시장, BIFC 공공노조와 화해 국제신문 01면 종합

대형선박 5척 중 3척, 예인선 없이 ‘무법 입·출항’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시, 개성공단에 신발 전용산단 조성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MICE 기업·청년 일자리 주선한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시, 유망 스타트업 15곳 유니콘기업으로 육성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경제진흥원 서비스기업 지원사업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시설공단·KT 4차 산업 업무협약 국제신문 24면 인물

청년 창업촌, 1년 반만에 창고로 전락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보조금 지원 서울경제 29면 전국

부산, 여성친화 협동조합 창업 지원 서울경제 29면 전국

부산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부산 정치

민주당 지도부 13일께 부산서 예산정책협의회 부산일보 08면 정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부산 환영, 울산·경남 반발 부산일보 04면 종합

한국당, 전국 처음으로 부산서 ‘정치박람회’ 부산일보 08면 정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잠잠… 與, 악재 될라 국제신문 05면 종합

황교안 “노무현의 통합정신, 깊이 기억” 국제신문 04면 조압

한국당 부산의원, 모처럼 활기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 첫 정신장애인 연극단 창단 부산일보 11면 사회

“서핑 구역 확대 앞서 무질서한 서핑객 단속부터” 부산일보 11면 사회

먼 길 온 겨울 진객 내쫓는 ‘수상 폭주족’ 부산일보 11면 사회

무형문화재 ‘기능전수’ 교육관 문 연다 한국일보 12면 부울경

부산 첫 문화재전수교육관 문 연다 리더스경제 12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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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신여학교 만세시위 거사 주도 경남도민일보 14면 특집

광안대교 

선박충돌

충돌 3분 전… 일등항해사 “못 돌린다” 선장 “간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시의회 광안대교 충돌사고 현장 방문 부산일보 08면 정치

‘사고 무방비’ 용호부두 조기 폐쇄 논의 급물살 부산일보 01면 종합

‘광안대교 충돌’ 대응 매뉴얼 만든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선원 “선장이 술 마셔”… 음주운항 증거 CCTV에 딱 걸렸다 국제신문 03면 사회

러시아 화물선 광안대교 충돌 당시 통제불능 상태 국민일보 17면 사회

‘광안대교 충돌’ 러 船主에 복구비 청구키로 조선일보 14면 사회

“사고 난 뒤 술 마셨다” 선장 거짓말 들통 … CCTV서 밝혀져 중앙일보 18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PK·TK ‘신공항 동상이몽’… 내년 총선까지 갈등 이어질 듯 서울신문 18면 사회

기장군 실로암공원묘원 진입로 봉쇄… 장의차 못 들어가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구 첫 삽 뜬 희망드림센터, 여전히 ‘가시밭길’ 부산일보 11면 사회

3/7

부산 시정

‘차세대 재활 의료기기 센터’ 건립 탄력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모 사망·장애 아동 등 市, 가정위탁사업 확대 부산일보 11면 사회

“아파트 내 간접흡연 입주민들끼리 해결” 부산일보 10면 사회

뒷좌석 안전띠 ‘부산선 찬밥 신세’ 부산일보 05면 종합

“예산·여론 모두 만만찮아”… 구(區) 명칭 변경 ‘산 넘어 산’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서도 홍역 환자 첫 발생… 베트남 유학생 확진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올해 첫 홍역 환자 국제신문 11면 사회

“단순 ‘쉼’ 넘어 ‘자립’ 도울 전방위 쉼터, 최소 4곳 필요” 부산일보 04면 기획

전국 8개 시·도 ‘예산 부족’ 시달려… 부산, 제대로 벤치마킹 

해야
부산일보 04면 기획

고품격 커리큘럼 1년 과정으로 확대… “전국 최고 아카데미로” 국제신문 08면 기획

“부산 통째로 개조 … 스마트시티 시 전역으로 확대” 국제신문 08면 기획

원우들 곳곳서 웃음꽃 … 함께 셀카 찍기도 국제신문 08면 기획

부산시 비상근 특보 도입… 정무직 추가 인선 없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시민과 소통해 부산 건축 공공성 넓힐 것” 국제신문 30면 인물

‘삶의 질’ 초점 맞춰 부산 도시틀을 바꾸자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도시계획 전환점마다 맥 못짚고 번번이 ‘헛발질’ 국제신문 04면 기획

인구 주는데 410만 대비… 과잉 개발·원도심 공동화 초래 국제신문 05면 기획

개발사업 집중된 강서구조차도 계획·실제인구 미스매치 

못피해
국제신문 05면 기획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열려 동아일보 20D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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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시 ‘간접흡연’ 공동주택 준칙 개정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경제

오시리아관광단지 작년 830만 명 방문 부산일보 16면 경제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용지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나 부산일보 17면 경제

한진중·르노삼성, 위기 탈출 중대 전환점 맞았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코오롱, 아시아드CC 대표 선임 무효소송 제기 국제신문 02면 종합

공항·수소·고속철…부울경 성장엔진 달구다 서울경제 B01면 경제

“올 키워드는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부산 주름살 확 편다” 서울경제 B02면 경제

인프라·보육기업 확충…창업혁신도시로 ‘우뚝’ 서울경제 B02면 경제

사회적기업 30곳 발굴·육성 서울경제 B02면 경제

지난해 행사·회의 1,400건 유치 지역경제·마이스산업 육성 

앞장
서울경제 B06면 경제

부산콘텐츠코리아랩 실적 전국 1위 파이낸셜 04면 부산

‘드래곤밸리 엔지니어링산업 특화구역’ 선정 경남매일 08면 경제

부산 정치
부산 한국당 중진, ‘미세먼지’에 모처럼 한목소리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찾은 평화당 ‘백년가게특별법’ 발표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 문화

찬바람만 불던 부산 문화계 오랜만에 ‘훈풍’ 부산일보 20면 문화

주말 밤 다 함께 박물관 어때요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전통예술관 내달 개관 부산일보 21면 문화

일은 글로벌하게, 눈길은 로컬로… ‘사람’이 힘이다 부산일보 21면 문화

미세먼지

실내에 갇힌 일상 부산일보 01면 종합

‘앱’으로 미세먼지부터 확인하는 아침, 알아도 피할 곳 

없지만…
부산일보 02면 사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롭지 않은 곳이 없네 부산일보 02면 사회

사흘 치만 예보… 주초엔 주말 나들이 계획 “짤 수가 없네” 부산일보 03면 사회

“도로 먼지 제거” “조례안 제정” “학교 공기정화기”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시의회, 미세먼지 저감 조례 만든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숨 막혀도 규정 탓에 마스크 착용 못해 … 야외 근로자의 고통 국제신문 03면 사회

부산, 미세먼지 저감에 모든 수단 ‘총동원’ 한국일보 14C면 부산

자본시장

역사박물관

금융경제 발자취가 한곳에 ‘자본시장역사박물관’ 개관 부산일보 17면 경제

문현금융단지에 ‘금융 박물관’ 잇따라 들어서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금융 관련 박물관 잇단 개관 경향신문 15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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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역사 한눈에…” 부산에 박물관 잇단 개관 세계일보 12A면 전국

부산, ‘금융경제 역사 박물관’ 잇단 개관 한국일보 14C면 부산

자본시장 역사 한눈에 본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자본시장 역사 한눈에…부산에 박물관 들어서요 서울경제 33B면 전국

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내달 개관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에서 금융경제 역사 ‘한눈에’ 보세요 한국경제 28A면 지역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4월 개관 경남매일 08면 경제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앞길 ‘짙은 안개’ 경남매일 01면 종합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 출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 출범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 공식 출범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범정부 추진단 출범 국민일보 24면 인물

북항 ‘해양스마트시티’ 개발 가속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용호부두 

일대 

재개발 추진

용호부두 일대 ‘친수형 관광지대’ 개발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용호부두 폐쇄를” 주민 한목소리 부산일보 06면 종합

금정구

“KTX 노포역 설치해야”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경남 기초의회 3곳 “KTX 노포역 신설” 한 목소리 국제신문 11A면 사회

“부산 노포동 KTX 중간역사 설치해야”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산행 안녕 기원 ‘시산제’에 안녕 못 한 금정산 부산일보 11면 사회

남구 생태하천 복원 대연천, 여전히 악취 진동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진구 부산진구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알려드려요” 국제신문 14C면 부산

사상구
사상공단 재생, 시-국토부 의견차로 차질 국제신문 01면 종합

공포의 신모라사거리, 같은 교통사고 대체 언제까지… 국제신문 09면 사회

3/8

부산 시정

“포털, 지역언론 죽이기 중단하라”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미세먼지 추경 예산 ‘미세해’ 부산일보 05면

“용호부두 조기 폐쇄 관광·어항 위주 개발” 부산일보 05면

‘자갈치 공영주차장’ 구청 간 갈등 결국 폭발 부산일보 10면

檢, 항운노조 ‘전환 배치’ 구조적 비리 포착 부산일보 11면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12일 유엔 기념공원서 영면 부산일보 11면

유 부총리 “국립대 재정여건 개선 법 만들겠다” 부산일보 11면

“갈 곳 없는 핵폐기물, 원전 중단만이 답” 부산일보 11면

항만 미세먼지 외면하는 정부 국제신문 01면



시정 이모저모

125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시 1차추경 6132억 미세먼지 저감에 356억 국제신문 01면

부산 쓰레기봉투 단일요금제 붕괴 위기 국제신문 08면

항운노조원 신항 배치때 ‘가공 조합원’ 우선 됐었다 국제신문 09면

부산 장애인 보행 불편 지역 전수조사 국제신문 09면

부산 경제

수소에너지 기반 ‘수소도시’ 연내 3곳 선정 부산일보 17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대 부산일보 17면

부산 북항 운영사 연내 3→1~2개로 통합 부산일보 17면

전기차 ‘트위지’ 이젠 이마트서 사세요 부산일보 17면

농어촌민박사업 안전 강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화 부산일보 18면

“부산 해운대, 큰 잠재력 가진 슈퍼카 시장” 부산일보 18면

재창업 희망자 발굴 원스톱 지원 부산일보 18면

산은·수은 부산행 추진, 지역 정치권이 움직인다 부산일보 18면

대선주조 대용량 페트병에 ‘친환경 라벨’ 부착 국제신문 16면

부산 페라리 서비스센터 개소 국제신문 16면

부산 아이디어 제품 백화점서 만난다 국제신문 16면

해양쓰레기 줄이기 ‘G20’ 공조 움직임 국제신문 20면

부산항 버려진 환적화물 3000t 매각 처리 국제신문 20면

사라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업계는 “해운재건 타격” 반발 국제신문 20면

수과원 ‘수중 드론’ 활용해 아쿠아리움 수조생태 연구 국제신문 20면

BPA, 해운항만 창업 아지트 만든다 국제신문 20면

부산 정치

낮아지는 여권 PK 지지도 보선·내년 총선 ‘빨간불’? 부산일보 06면

부산 찾은 유은혜 “학언 여건 보장돼야 고졸취업 확산 가능” 국제신문 02면

오늘 중폭 개각… 정치인 입각 최소화 국제신문 04면

부산 문화

“진짜 나를 찾는 습관, 행복 지름길” 부산일보 23면

조선통신사 축제 부산 5월 열려 8~11월 일본 도시서 순차 

개최
부산일보 23면

日강점기 여성들의 고단한 일상 ‘찰칵’ 부산일보 23면

만세운동·피란민 구포국수의 추억… 구석구석 근·현대사 

발자취
국제신문 06면

독립 만세 함성 그려진 구포 만세운동 테마거리 국제신문 06면

“매그넘 부산전시회 지역 사회와 협업할 좋은 기회” 국제신문 18면

동남권

신공항
지방공항이 적자라고?… 김해공항, 알고 보면 ‘알짜 공항’ 부산일보 04면

금정구 곳곳 파손… 누더기 된 부산대 ‘명품거리’ 국제신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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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조은 D&C상가 분양 사기 검찰 ‘1호 민생사건’ 선정 부산일보 11면

조은 D&C 분양사기 檢 민생사건 1호로 국제신문 08면

동구 동구 ‘통장 공모’에 열받은 터줏대감들 부산일보 11면

동래구 명장역 환풍구 부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산일보 10면

서구 얕은 수심에 다이빙대회 강행한 책임자 3명 검찰 송치 부산일보 10면

해운대구
“해운대역사 부지 공원화를”… 시민단체, 개발 논쟁 가세 부산일보 10면

경찰 ‘폭발 화재’ 달집태우기 주최 측 수사 국제신문 10면

3/11

부산 시정

치과의사협-부산시 ‘치의학 발전’ MOU 부산일보 23면 건강

“市, 성평등 조례 만들고 성평등 위원회 설치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용호부두 폐쇄·친수공간 재개발”… 시민·정치권 ‘한목소리’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부산 복합청사’ 물 건너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출퇴근길 통행료만 8000원 “터널 뚫려도 돌아가야 할 판” 부산일보 02면 종합

승학산 이어 황령산도 산사태 ‘위험천만’ 부산일보 10면 사회

연기에 또 연기… ‘꿈의 치료기’ 만들 수 있을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광안대교 선박충돌 수사 檢 이례적 전문가 자문단 꾸려 국제신문 08면 사회

올해 공공기관 평가, 실적보다 안전에 방점 국제신문 15면 경제

아파트 자체 셔틀버스 불법운행 버젓이 국제신문 10면 사회

노인 10% 치매… ‘생활 속 돌봄’ 구축하자 국제신문 01면 종합

치매안심센터 개소 1년여… 조직정비 안 돼 정착 걸림돌 국제신문 03면 종합

중앙·광역 치매센터는 위탁 운영, 부산시 관리 부서도 달라 국제신문 03면 종합

금남·금녀의 벽 허물어지는 부산권 대학가 국민일보 15A면 사회

부산시 “주택 전력자립률 향상” 파이낸셜 06면 부산

부산,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선정 파이낸셜 06면 부산

부산시, 28개 사업 국비 112억 확정 경남매일 06면 지역

부산 경제

‘부산시 기술창업지원’ 신청자 모집 부산일보 17면 경제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해야” 부산일보 17면 경제

롯데그룹 상반기 신입·인턴 1만3000명 채용 국제신문 14면 경제

지역업계 재개발 혜택 확대 요구… “경쟁력 키워라” 반론도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SW산업 전국의 1.5%… 센텀 ‘융합 클러스터’ 키워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유영민 장관 “부산, 구글 같은 중추기업 유치 필요”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공기업 등 21곳 13일 합동취업설명회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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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령친화산업 육성 박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올 태양광 설치비 28억 지원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정치

쪼그라든 PK 맨 파워 … 힘 떨어진 지역 현안 부산일보 03면 사회

역대 해수부 장관 21명 중 14명 PK 부산일보 03면 사회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진구 갑·을’ 부산일보 08면 정치

“축제 같은 정치를” … 한국당 부산서 첫 정치박람회 부산일보 08면 정치

총선 앞둔 PK 동문 ‘소리 없는 전쟁’ 중 부산일보 08면 정치

흔들리는 부울경 민심잡기 與, 조국 총선 차출론 힘 실린다 국제신문 04면 정치

황교안, 리더십 첫 시험대 경남 재보선 2곳에 사활 국제신문 04면 정치

황 대표 “당협위원장 당장 교체 안해” 국제신문 04면 정치

자유시민정치박람회 개최… 부산 한국당의 실험 국제신문 04면 정치

한국당, 與의 PK 공세에 맞서 부산서 ‘정치박람회’ 조선일보 06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시, 문화예술 예산 ‘지각 편성’ 출연기관 길들이기 논란 부산일보 20면 문화

남성무 ‘동래한량춤’도 여성 전수생 받아들인다 국제신문 18면 문화

동아대 6월항쟁도 복원, 물리적 충돌 빚나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복천박물관 청동칠두령 등 전시 경남매일 16면 지역

동남권

신공항

항공 ‘전문가’ 새 국토부 장관, 신공항에 득일까 실일까 부산일보 03면 사회

김해공항 확장 ‘총대’ 멘 최정호 국토장관 지명에 PK 긴장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시, 동남권 신공항 여론전 본격화… 26억 편성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국토부 “김해신공항 변경 없다”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국민청원 저조 경남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동남권 신공항 여론전 정책포럼 등 관련예산 26억 

편성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형제복지원
‘또 다른 수용시설’ 개금분교 기록 32년 만에 찾았다 부산일보 04면 사회

실로암의집·민간병원 등 잠들어 있는 ‘참상 기록’ 더 찾아내야 부산일보 04면 사회

부산 도심 

철도시설 

재배치

도심 가르던 냉정~범일 ‘경부선 철로’ 철거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철도 이전으로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본격 시작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본궤도에 국제신문 01면 종합

르노삼성 

노조 파업

“르노삼성차 노사 즉각 협상 재개를” 부산일보 01면 종합

르노삼성 교섭 결렬에도 ‘타결 불씨’ 남았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파국 치닫는 르노삼성… 신차 수출물량 배정 물건너가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경제 ‘르노삼성 패닉’… 5개월 파업에 1조원 손실 매일경제 04면 경제

동래구 구청서 수거한 ‘불법 현수막’ 누가 다시 내걸었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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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학기 현수막 낯뜨거운 힘겨루기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상구 신모라교차로 미끄럼 방지 재포장한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공원화 지역 환경·시민 단체 대거 

나선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3/12

부산 시정

“오거돈 시장, 잘하고 있다” 긍정 평가 상승세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자율주택 정비사업’ 인구대비 최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원전 주변 20㎞까지 전기요금 내려 달라” 부산일보 01면 종합

요금 인하 확대 땐 기장군·울주군·해운대·금정구 혜택 부산일보 03면 종합

음주 선박 처벌 강화 ‘광안대교법’ 만들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바다 위 음주 무법자들 달리는데… 해경 단속 매뉴얼은 ‘허술’ 부산일보 03면 종합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안전 없는’ 개관 강행 부산일보 10면 사회

시도 기관도 ‘서부산청사’ 소극적… 부산도시공사 “사업 못할 

판” 
부산일보 17면 경제

산성터널 접속도로 나무, 심은 지 1년도 안 돼 ‘줄고사’ 부산일보 11면 사회

‘4개 구 원도심 통합’ 단체장 바뀌면서 없던 일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엘시티는 사업자 편에서 진행된 사업” 부산일보 08면 정치

보행도시 부산 만들기… 오거돈 시장도 함께 걷는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장, 민간조직위 위원장직 시민에 넘긴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시의회 도시개발 특위 본격 활동… 부산정가 뇌관되나 국제신문 04면 정치

부산·경남 수은 범벅 폐형광등 수거 대란부산·경남 수은 범벅 

폐형광등 수거 대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원전사고 대비 방재관리 손 놓은 원안위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민주주의 사료, 이번엔 ‘창고’에서 벗어날까 세계일보 14면 전국

부산역,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으로 기능 재편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북항~원도심 잇는 철도시설 재배치 ‘속도’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시, 해운·항만 활력 위해 인프라 조성 등 핵심 과제 선정 부산일보 18면 경제

“지자체 금고 ‘쩐의 전쟁’ 막아달라” 지방은행 호소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해양관광이 답이다’ 토론회 부산일보 18면 경제

공동어시장 단체교섭 30년 만에 첫 결렬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제로웹, 빅데이터 기술로 기업가치 1000억 원대 ‘신화’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해운·항만 매출 27조 성장”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창업기업에 인턴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규제·물량’ 부담 던 부산 집값 “봄이 왔다” 머니투데이 23면 건설

부산시, 해운ᆞ항만부문 지원 대책 수립 경남매일 08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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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총선 앞둔 PK 민심 ‘극과 극’으로 쏠린다 부산일보 08면 경제

PK 민주당 지지율 30%도 위태… “지역경제 침체, 낙폭 키워” 국제신문 04A면 정치

부산 문화

“대한독립 만세!” 100년 전 그날의 함성 다시 한번… 부산일보 11면 사회

100년 전 선배들 기리며… 교정 가득 채운 태극기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캐릭터 ‘부산언니’ 日 ‘구마몬’ 만났다 부산일보 21면 교통

2019 국제 영화비즈니스 아카데미 막 올랐다 부산일보 25면 문화

미세먼지

“부산시,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 세워라” 부산일보 10A면 사회

“부산시, 체감 가능한 미세먼지 대책 필요” 국제신문 09A면 사회

뒤늦게 속도내는 미세먼지 입법… 졸속화 우려 국제신문 01면 종합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강제 차량 2부제 근거 마련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민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숨쉬고 싶다” 동아일보 20D면 부산

동남권

신공항

국토부 새 수장 등장에 부산·울산·경남 셈법 복잡해졌다 부산일보 05면 경제

가덕도신공항, 최정호 인사청문회서 ‘뜨거운 감자’ 될 듯 부산일보 05면 경제

1년째 미적대는 ‘대구통합공항’ 경향신문 14면 전국

‘100만 청원’ 호응 왜 저조할까 경남매일 01면 종합

최정호 국토부장관 내정자 ‘신공항 논란’ 매듭지을까 경남신문 01면 종합

구덕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된 구덕운동장 한 달간 풋살장 등 무료 운영 국제신문 08면 사회

새옷 입은 구덕야구장 부산시민 품에 안긴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구덕운동장 체육공원 시민의 품으로 경남일보 06면 지역

오거돈 시장 

해사문화상 

수상

오거돈 부산시장 해사문화상 수상 세계일보 24면 인물

오거돈 부산시장 한겨레 21면 인물동정

오거돈 부산시장 ‘해사문화상’ 수상 서울경제 32B면 전국

오거돈 부산시장 해사문화상 수상 한국경제 32면 인물

부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100억 

투입

‘100억 투입’ 부산시, 마이스 육성 ‘아주 나이스’ 부산일보 21면 교통

MICE 100억 투입 전문업체 육성 부산시가 나섰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 마이스산업에 4년동안 100억 투입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마이스산업 육성에 100억 투입 파이낸셜 04면 부산

르노삼성 

노조 

파업 재개

르노삼성사태 최악인데 ‘보이지 않는 市’ 부산일보 04면 종합

르노삼성 빼면 ‘앞 안 보이는 부산 수출’ 부산일보 04면 종합

吳시장 “르노삼성, 제2 GM사태 될수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르노삼성 노조 부분파업 재개 주 2회 정례화 등 장기화 국면 매일경제 16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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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대부두 

임대차 계약 

분쟁

부산항 자성대부두 ‘국제 분쟁’ 치닫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체부두 제공’ 관례 인정이 쟁점 부산일보 04면 종합

자성대부두 임대차 계약 갈등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기장군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일방 변경 안될 말” 국제신문 10면 사회

거가대교 “거가대교 용역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남매일 05면 사회

3/13

부산 시정

市, 부산지역 주거 실태 첫 조사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119안전센터 소방차 배기가스 환기장치 설치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대역 복합역사’ 밑그림 나왔다… 올 연말 착공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오피니언 리더들의 장…”1400여 원우 든든한 네트워크 

될 것”
부산일보 28면 교육

네덜란드 참전용사, 부산서 전우 곁으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6·25참전 네덜란드 용사,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 국민일보 24면 인물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한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시동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항 8부두 ‘미군 생화학 실험’ 의혹 부산일보 01면 종합

‘살아 있는 탄저균’ 도심 사고 땐 “핵무기보다 큰 재앙” 부산일보 03면 사회

국회서 잠자는 ‘생화학무기 금지 법안’ 부산일보 03면 사회

“백양·수정산터널 예산안 철회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미세먼지 갈수록 심각한데… 도시 숲 숨통 옥죄는 정부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매력 알리는 일본인 유튜버, 명예시민 됐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소녀상 관리 꺼려 “조례개정 네가 먼저” 국제신문 06면 사회

임신·육아 땐 ‘하루 2시간씩’ 근무 단축 배려 국제신문 18면 노동

부산 대개조 로드맵 완성 서울신문 22면 기획

해안·특화산책길…’보행혁신’ 첫발 뗀 부산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시 공무원 6월까지 ‘골목재발견 투어’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취준생 여러분 오세요” 부산일보 17면 경제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에 민자 6000억 투입” 부산일보 21면 농수축산

부산 ‘조선해양 인재발굴 프로젝트’ 떴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해양관광 활성화 토론회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부동산시장 칼바람 ‘건축 인허가’ 건수도 면적도 뚝 ↓ 부산일보 18면 경제

“가격 떨어졌는데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국민 생선의 ‘굴욕’ 부산일보 21면 농수축산

들끓는 지역 민심 “르노삼성 불매 나서야” 부산일보 05면 종합

‘골목투어·장기안심상가’로 상권 살린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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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안관 사업’ 인평원에 기관경고 국제신문 06면 사회

사드사태 2년… 기약없는 유커 귀환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의 수출 지원 사업 정기적 조사가 효과 높여” 국제신문 14면 기업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지원합니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산업銀·수출입銀 부산이전 추진 ‘시동’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유치 각축전… 부산 인프라 강점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안심하고 장사하세요” 상권보호 추진 파이낸셜 04면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갈등, 이제서야 해결책 찾겠다는 부산시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시, 청년여성 창업자금 지원한다 경남매일 09면 경제

부산시, 유라시아 관문도시 도약 기대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정치

부산 정치권 ‘광안대교법 제정’ 한마음 부산일보 01면 종합

‘제2센텀’ 그린벨트 해제 정치권 공론화 나선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총선 향한 PK 여성 지망생 발걸음 분주 부산일보 08면 정치

왜 경남 보선 후보 공천장을 부산서 주나요? 부산일보 08면 정치

국토부 도시계획위서 제외됐던 부산지역 인사 1년여 만에 

위촉
국제신문 12면 경제

이해찬 오늘 부산행… 공공기관 추가 이전 외면땐 총선 역풍 국제신문 03면 종합

‘험지’는 단수 추천, ‘양지’는 경선 내년총선 황교안식 공천 

공식되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제3금융중심지 갈등… 전북 지정, 부산 반발로 ‘제동’ 아주경제 13면 금융

부산 문화

‘민중미술·리얼리즘·여성의 삶’ 화폭에 어우러지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건축제 조직위원장, 민간에 첫 이양 부산일보 22면 문화

아세안 10개국 문화 체험하세요 국제신문 19면 문화

동천 

수질개선

바닷물 하루 20만t 동천 방류… 수질개선 본격화 국제신문 08면 사회

‘오염 하천’ 부산 동천, 바닷물로 씻어낸다 경향신문 12면 전국

부산시, 도심하천 오염·악취 잡는다 서울경제 29B면 전국

하루 20만t 바닷물로 동천 악취 잡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대통령 신공항 발언에 … 여론전 나선 부산, 반발하는 대구 중앙일보 18C면 영남

강서구
‘명품 짭짤이 토마토’ 이제는 못 먹는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도 수소차 시대 열린다 첫 충전소 이달 강서에 개점 국제신문 01면 종합

남구
부산 남구청 “용호부두에 특급 관광호텔 짓자” 부산일보 13면 지역

부산 남구 “용호부두 조기 폐쇄 후 특급호텔 짓자”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래구 구청 수거한 불법현수막 훔쳐간 사람은 민주당원 부산일보 13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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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가 수거한 ‘새학기 현수막’ 민주당 평당원이 슬쩍 

빼돌렸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북구
“보상액 터무니없다” 구포개시장 폐업, 시작부터 난항 예고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복날 전에 구포 개시장 문 닫자” 국제신문 07면 사회

영도구 싱크홀 복구놓고도 서로 “우리업무 아냐” 국제신문 06면 사회

중구
“자갈치 관광버스 주차장 폐쇄”… 행락철 앞둔 상인들 

“날벼락”
부산일보 10면 사회

3/14

부산 시정

만덕~센텀 대심도 7월 조기착공… 승학터널 2021년 12월 

조기착공
부산일보 01면

부산 승학터널 1년 앞당겨 2021년 착공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주피터 프로젝트’ 진상 규명 착수 부산일보 01면

‘항만 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산일보 01면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산업계 뒤흔든다 국제신문 01면

국공립 유치원 통학 차량서비스 확대 부산일보 06면

부산교육청 “갑질 교장 중징계하라” 부산일보 11면

도로표지판 글자 22cm→24cm로 커진다 부산일보 11면

“소방차 접근 어려운 곳 화재 비상소화장치로 초기 진압을…” 부산일보 11면

‘노거수 살리기’ 조례 개정, 부산시 나섰다 부산일보 11면

갈맷길·도심 보행길 연결 ‘부산 천릿길’ 만든다 국제신문 02면

“광안대교 안전장치 일부 균열, 복구하면 문제없어” 국제신문 08면

선박 음주운항 꼼짝마!… 해경, 연중 불시단속 나선다 국제신문 08면

부산시수협 김용실·대형기선저인망 정연송 조합장 당선 국제신문 10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다시 허용 국제신문 10면

부산시민 심폐소생술 시행률 저조 국제신문 10A면

부산 경제

부산 고용지표 소폭 개선? 장기 근로자 ↓ 단기 근로자 ↑ 부산일보 16면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대상자 모집 부산일보 17면

부산 경제 활성화 위해 뭉쳤다 부산일보 17면

내 아파트 얼마나 올랐을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전 열람 부산일보 17면

부산 취업자 깜짝 증가… 노년층 고용 늘고 청년층 되레 악화 국제신문 02면

부산항 배출가스 규제해역 지정·노후 컨 차량 출입 제동 국제신문 03면

인구 줄어드는데 주택 과잉 공급… 공동화현상 도미노 우려 국제신문 06면

부산 세대의 절반 1·2인 가구 불구 소형집 공급 부족 국제신문 06면

부산 집 사는 부담 줄었다는데… 서민에겐 멀기만 한 현실 국제신문 14면

제2거래소 주도 인사, 또 KRX 사외이사 되나 국제신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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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펙스 부산 한정판 운동화 출시 국제신문 15면

부산 청년창업·중기 지원…롯데百 빛 발하는 지역상생정책 국제신문 16면

부산 정치
부산 검찰 전국 첫 ‘인권 검찰’ 발돋움 부산일보 05면

이해찬, 공공기관 부산 추가이전 시사 국제신문 01면

부산 문화

통합 앞둔 영화의전당, 노조 생겼다 부산일보 06면

“박물관서 3·1운동 정신 배워요” 부산일보 21면

건축탐방 프로그램 ‘문화 마실’ 부산일보 21면

부산영상위, 영화 기획·제작·사업화 사업 모집 국제신문 27면

백건우가 들려주는 쇼팽의 녹턴 국제신문 27면

동남권

신공항

與 “동남권 관문공항 적극 지원하겠다” 부산일보 01면

이해찬 “동남권 관문공항 전폭 지원… 조속히 총리실 검증” 국제신문 05면

기장군
“두 번 실패는 없다”… 기장군, 기장선·정관선 재추진 부산일보 06면

실로암공원묘원 진입로 통행난 보름넘게 해결책 못 찾고 진통 국제신문 10면

남구 남구 ‘청년 평화의 길·우암동 마실길’ 조성 국제신문 09면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사태, 부산진구청의 부실한 관리 ‘화’ 키워‘ 부산일보 10면

전포복지관 위·수탁 과정 ‘총체적 부실’ 국제신문 08면

해운대구 “밤마다 ‘고깃집 냄새’ 코를 찔러 못살겠어요” 부산일보 11면

3/15

부산 시정

장기 성인 실종자 추적 시스템 곳곳 ‘구멍’ 부산일보 05면

“탄저균·페스트균 유입 가능성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철폐”
부산일보 05면

부산시의회, 18일부터 임시회… 12일간 시·교육청 추경 심사 부산일보 06면

“버닝선 불똥 튈라”… 부산경찰, 협력단체 ‘구조조정’ 나서 부산일보 10면

“미세먼지 해결, 차량 2부제 확대부터”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전국 첫 ‘악취 지도’ 제작 부산일보 11면

북 항  2 단 계  재 개 발  ‘ 숙 박 · 전 시 · 관 광 · 쇼 핑 …  다  되 는 

스마트시티’
부산일보 19면

부산시·구·군 교육경비 지원 증액은 됐지만 여전히 부족 국제신문 10면

“부산 무임승차비 연 1300억… 국비 보전해야” 국제신문 10면

북항 앞바다 쓰렉, 500억 들여 싹 건진다 국제신문 20면

부산 경제

공공성·일자리 다 잡는 ‘부산사회서비스원’ 시동 부산일보 04면

이틀간 접촉 없는 르노삼성 노사 대립 장기화 되나 부산일보 04면

장비 납품 대가 1억 수수 혐의 부산신발진흥센터 전 간부 구속 부산일보 10면

납품대가로 1억 받은 신발산업진흥센터 전 간부 구속 국제신문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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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경쟁력 충분한데도 항비 제대로 못 받는 부산항 부산일보 18면

세계 2위 환적항 부산항, 하역료·항비 등 저렴해 남는 것 적어 국제신문 03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산 6.04% 울산 10.5% 하락 국제신문 01면

창업 1번지 주목받는 부산… 국내외 대기업서 투자 행렬 국제신문 02면

주택시장 한파 속… 서울건설사 이례적 ‘부산 데뷔’ 국제신문 16면

노사 갈등 겪는 르노삼성차 두 달째 ‘트리플 급락’ 충격 국제신문 16면

IoT·블록체인 활용 항만출입자 관리 국제신문 20면

다시 살아나는 조선업… 지금 부산에선 일자리 박람회 문화일보 18면 경제

조선산업 일자리 박람회 내일신문 14면 산업

부산 정치

‘현실 vs 소신’ 고민만 쌓여 가는 PK 바른미래당 부산일보 06면

흔들리는 바른미래당, 민주·한국 ‘내 편 하자’ 구애 부산일보 06면

부산민주화운동 역사기록관 건립 본격 추진 국제신문 02면

부산 문화

경상좌수영성 북쪽 성벽 축조법 밝혀졌다 부산일보 02면

첨이대·좌수영선소·무민사… 조선 호국유적 ‘꼬리에 꼬리’ 국제신문 06면

온라인도 ‘씹어 먹는’ 부산 맛집 부산일보 02면

인문학으로 되새기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부산일보 23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새 수석지휘자에 김수현 씨 부산일보 23면

동남권

신공항

경남도의회 ‘동남권 신공항 대정부 건의안’ 의결 부산일보 01면

황교안 “김해공항 확장 예정대로 추진해야” 국제신문 01면

‘신공항 키’ 잡은 이해찬·황교안… 제로섬 게임 양상 국제신문 03면

수소전기

하우스

미래 사회 보여주는 ‘수소전기하우스’ 생겼다 부산일보 18면

‘수소 전기’ 체험공간 벡스코에 문 열어 국제신문 16면

현대차 ‘수소전기하우스 시즌 2’ 실시 내일신문 14면 산업

형제복지원 부산시교육청, 형제복지원 개금초등 분교 조사 돕는다 부산일보 05면

금정구
서금사 5구역 재개발조합 ‘비리 의혹’ 압수수색 부산일보 01면

일가족 3명 ‘극단적 선택’ 구서동 빌라서 숨진 채 발견 부산일보 10면

기장군 기장 수출형 원자로 건설 초읽기 국제신문 01면

남구

남구 ‘3대 복무’ 병역 명문가 시설 사용료·주차료 등 혜택 부산일보 11면

남구 부산지자체 첫 ‘스탠딩 워크’ 도입 국제신문 11면

금강공원 일제 침탈 잔재 처리 부산시, 철거냐 보존이냐 고심 국제신문 11면

북구 덕천 젊음의 거리, 차 없는 문화 거리로 국제신문 09면

사하구 ‘작은도서관 도시’ 사하구, 운영단축 갈등 부산일보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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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부산 시정

부산연구개발특구 대저동에 재추진 부산일보 01면

부산 강서 연구개발특구 7년 만에 조성사업 본궤도 국제신문 01면

변호사 합격률 뚝뚝… 지역 로스쿨 생존 위기 부산일보 01면

‘광안대교법’ 발의 개정안 통과 ‘주목’ 부산일보 02면

부산, 인구수 대비 문화시설 전국 ‘꼴찌’ 부산일보 05면

지난해 부산 청소년 자해시도 132건 부산일보 05면

부산지역 보행 사망자 중 절반 ‘고령자’ 부산일보 11면

부산시청 로비 3만 권 갖춘 도서관 내년 문 연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시민중심 보행도시 ‘큰 걸음’ 뗐다 국제신문 09면

부산 장애인복지시설 200곳 주변환경·접근로 대대적 점검 국제신문 09면

부산 등 전국 유흥업소 불법 구조변경 일제 조사 국제신문 10면

부산 경제

문과라도 괜찮아 ‘지여인’, 전국 최초로 챗봇 머리 되다 부산일보 02면

부산 고가 아파트도 공시가격 다 내렸다 부산일보 04면

‘B737 맥스 추락’, 부산~싱가포르 노선에 불똥 부산일보 04면

광안리·빵천동 ‘스마트 옷’ 입는다 부산일보 13면

늘어난 관급 공사, 부산 건설 경기 활력소 되나 부산일보 17면

창립 8주년 BNK금융 ‘마인드 혁신’ 강조 부산일보 17면

캠퍼스 중심 벤처 붐 조성 기보, ‘U-테크밸리’ 지원 부산일보 17면

고등어·갈치 수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부산일보 18면

부두 간 환적화물, 공동배차로 효율성 ‘UP’ 부산일보 18면

부산공동어시장 고등어 위판 불발 ‘초유의 사태’ 국제신문 02면

수소 선박이 기회… 부울경 강점 조선업 키울 동력 삼아야 국제신문 06면

지역 재개발·재건축 비리 잇단 적발… 업계 초긴장 국제신문 08면

“부산 항공우주 등 고부가가치 진출 적극 지원” 국제신문 17면

BNK 창립 8주년… ‘글로벌 그룹 도약’ 새 비전 국제신문 17면

부산 정치

‘부산시 서부산 홀대 논란’ 지역 정치쟁점 됐다 부산일보 05면

여야 4당-한국당 ‘극한 대결’ 부산일보 06면

기장군은 여야 원외 위원장의 ‘지옥’? 부산일보 06면

한국당 요직 맡은 이헌승 ‘딜레마’ 부산일보 08면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역대 최다 조례 상정 기록 부산일보 08면

박재호·유기준, 대정부질문 부산 대표로 ‘출격’ 부산일보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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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권역별비례 75석’ 잠정 합의… 부울경 12석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선거법 등 4대 악법 패스트트랙 반드시 저지” 국제신문 04A면

서울 한남동·도산공원 같은… 기장 바닷가 ‘아난티 마을’ 선다 국제신문 18면

부산 문화

死注化(사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노래하다 부산일보 20면

‘겨레가 담긴 그림과의 만남’ 정암 유석영 개인전 부산일보 20면

시네마테크 ‘월드시네마’ 4가지 섹션으로 관객맞이 부산일보 20면

“최선을 다한 시, 노골적으로 광고하면 안되나요” 국제신문 20면

예리하면서 해학 넘치는 ‘방정아’만의 풍자와 은유 국제신문 20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5대 수석지휘자 김수현 국제신문 20면

봄이 오는 소리, 창작 국악으로 듣는다 국제신문 21면

부산체육계 “시장 추천 인물로 시체육회장 합의 추대를” 국제신문 23면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은 제2의 4대강 사업” 부산일보 01면

헬기 타고 부산 상공 뜬 吳 “신공항 개발 최적지는 가덕도” 부산일보 03면

“김해신공항은 무모한 국책사업” 국제신문 01면

“TK도 반대할 이유 없다” 동남권 관문공항 불지피기 국제신문 03면

TK와 공조·비수도권 연대 ‘투 트랙’ 구사 국제신문 03면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유력 용의자 국내 송환 ‘불승인’ 부산일보 10면

법무부·검찰 미적대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미제사건 우려 국제신문 08면

부산경찰, 용의자 송환실패도 모른채 뒤늦게 대책 ‘부산’ 국제신문 08면

수영구 수영구, ‘스마트 관광지’ 만든다 국제신문 16면

영도구 영도 ‘씨사이드콤플렉스’ 지역관광지원센터 추진 국제신문 16면

중구 檢,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국제신문 05면

3/19

부산 시정

서부산권·‘제2 벡스코’ 건립 올스톱 부산일보 01면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주피터 프로젝트) 

고착화되나
부산일보 05면

천마산터널 “진입료 통행료 내라” 10월 남항대교걷기대회 

‘날벼락’
부산일보 10면

‘장기 미제’ 연쇄 성폭행범 잡은 경찰관의 ‘촉’ 부산일보 10면

‘장기 미제 사건’ 성폭행범, 경찰관 기지로 덜미 국제신문 08면

‘광안리 실종 신혼부부’ 남편 얼굴 공개 부산일보 10면

‘신혼부부 실종’ 용의자 송환요청 해놓고 아무도 안 챙겼다 국제신문 08면

3년 만에 공개수사 전환… 실종 부부 얼굴 공개 국제신문 08면

과도한 정보공개 요청에 공무원들 “일손 놓을 판” 부산일보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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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운노조 비리 관련 터미널 전 대표 등 4명 기소 부산일보 11면

청년 1000명에 한 달 10만 원씩 부산시, 월세 지원 국제신문 01면

다대 의료기기산업·터널 부담금 부산시의회 이번엔 ‘OK’할까 국제신문 05면

약대신설 추진 부산 3개 대학 1차 심사서 모두 탈락 국제신문 08A면

부산 경제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별들의 전쟁은 더 빛난다 부산일보 02면

“미세먼지 제거 가전이 혼수 1순위에요” 부산일보 02면

“대우조선 고용안정 약속 충실히 이행” 부산일보 05면

르노삼성 노사 협상 재개 ‘하세월’ 부산일보 05면

중기부, 지역연고산업 육성에 114억 투입 부산일보 18면

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수천억 샜다 국제신문 01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진重 정상화 6월 윤곽 나올 것” 국제신문 02면

‘억대 뒷돈’ 부산항터미널 운영사 전 대표 2명 기소 국제신문 08면

줄잇는 재개발 비리… “공적 개입 나서야” 국제신문 09면

부산시, 1인용 이어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국제신문 09면

항암 권위자·최신장비 겸비… 부울경 ‘암 특화’ 대표 종합병원 

우뚝
국제신문 23면

간센터 개설 거대·다발성 간암까지 치료 국제신문 23면

부산항 환적화물 부두간 수송 ‘공동배차시스템’ 구축 나선다 국제신문 18면

부산 정치

부산 한국당 중진들 내년 총선 ‘빨간불’ 부산일보 08면

PK 민주·文 지지도 따로 가네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오 시장 만남 ‘껄끄럽네’ 부산일보 08면

여야 4당 잠정합의 하루 만에… 흔들리는 패스트트랙 공조 부산일보 04면

‘바다 위 윤창호 봅’ 개정안 앞다퉈 발의 부산일보 04면

부산 與 정책홍보차량 출범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비전문가인 유가족들이 입증 자료 찾는 건 하늘의 별 따는 격” 부산일보 04면

부산 명소 소개 日 유튜버, 부산시 명예시민 되다 부산일보 21면

부산시민회관 새 히트작 ‘진로체험 프로그램’ 부산일보 23면

부산MBC 창사 60주년 새 프로그램 주목 부산일보 25면

부산 인디뮤지션 서울로… 부산일보 25면

단편영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합니다 부산일보 25면

“완벽한 베토벤에 제 얘기 더하니 관객들 감동” 국제신문 22면

부산독립영화협회, 새 조직으로 새 출발 국제신문 22면

KAFA 35기 졸업영화제 국제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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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국제신문 03면

금정구 부곡2 재개발 시공사 선정 3번째 유찰… 수의계약 가닥 국제신문 14면

기장군
무너진 펜스 6개월째 방치된 동부산관광단지 부산일보 10면

해맞이 명소 기장 시랑대, 관광지로 본격 개발 국제신문 01면

남구
재개발 ‘지반 침하’ 피해사찰 “이전 약속 지켜라” 조합 

“지나치다”
부산일보 11면

부산진구
부전시장 공영주차장 2배로 늘어난다 부산일보 11면

서면 피에스타, 5월로 오픈 지연 국제신문 10면

영도구
부산시, 영도에 ‘지역관광지원센터’ 유치 나선다 부산일보 21면

영도 ‘깡깡이 유람선’ 내달 남항서 뜬다 국제신문 09면

3/20

부산 시정

부산구치소 이전 다시 ‘원점’으로 부산일보 01면

미세먼지 나쁜 날, 송상현광장으로 숨 쉬러 오세요 부산일보 02면

“장비 검증돼 생화학실험과 무관” 국방부 또 ‘앵무새 답변’ 부산일보 03면

“오페라하우스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법 위반” 국제신문 05면

신도시·외곽 늘고 원도심은 제자리… 공원조차 ‘양극화’ 국제신문 06면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 유채꽃 피다 국제신문 08면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제출 요구에 귀막은 구·군 국제신문 10면

부산~울산 35호 국도 우회로 개설 탄력 국제신문 11면

주거취약층 위한 부산 행복주택 곧 첫선 국제신문 20면

‘일·생활 균형 부산지역추진단’ 발족 국제신문 20면

부산 경제

부산시, 부품 업체들과 긴급 간담 부산일보 04면

정부, 다대포항 ‘강제도선구’ 지정 추진 부산일보 04면

2019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에어부산, LCC 부문 1위 부산일보 17면

항만하역료 2.2% 인상 부산일보 17면

“미세먼지 줄이자” 발전용 LNG 수입세 대폭 인하 부산일보 17면

항만 미세먼지 감축, 해수부-환경부 ‘맞손’ 부산일보 17면

4년 새 세계 24→46위… ‘금융허브 부산’ 경쟁력 끝없는 추락 부산일보 17면

부울경 주택 매매 ‘감소’ 전월세 ‘증가’ 부산일보 18면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수출 기반 확산 협약 부산일보 19면

부산 정치

문재인 대통령, 중소 조선업계 지원안 마련 지시 부산일보 06면

말 많은 패스트트랙… 여야 4당, 내부 달래기 안간힘 부산일보 06면

“내년 총선 후 내 자리는 어디?” 시동 거는 전·현직 광역단체장 부산일보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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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8석·한국 16석↓·정의 8석↑… 승자독식 일부 보완 국제신문 04면

지역구 225석 땐 사하갑·을, 남갑·을 통폐합 가능성 국제신문 04면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 부산 출신 박철민 임명 국제신문 05면

“르노삼성 사태 풀려면 부산·경남 협력사 연대 압박해야” 국제신문 14면

국내 3대 서비스평가 에어부산 석권 저비용항공 최초 국제신문 14면

부산 문화

‘비리 백화점’ 부산시체육회 의혹 수면 위로 부산일보 05면

‘반복과 차이’ 시간을 바라보는 예술의 자세 부산일보 22면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불통 인선’ 시끌 부산일보 22면

전태일 열사 기념관 오늘 개관 국제신문 02면

베토벤으로 문 여닫고, 윤이상으로 물들인다 국제신문 22면

새롭고 참신하네… 부산 청년작가 작품들 국제신문 22면

동남권

신공항

이낙연 “김해공항 확장안, 총리실 조정 의향 있다” 부산일보 01면

가덕도신공항 추진 말도 못 꺼내 보고… 부산일보 05면

민주당 “신공항 입장 밝혀라” 한국당 압박 부산일보 08면

이낙연 “동남권 관문공항, 조정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설 것” 국제신문 03면

부산 민주당 “한국당 관문공항 입장 명확히 하라” 국제신문 03면

기장군

‘균도네 소성’ 갑상선암, 고리원전과의 연관성 커져 부산일보 10면

“균도네와 같은 환경 갑상샘암 환자 53명” 국제신문 09면

‘분양사기’ 조은D&C 대표 변호사 교체, 피해자들 “재판 지연 

꼼수”
부산일보 10면

조은D&C 대표 첫 공판서 “변호인 교체” 부산일보 10면

동구 “부산진역사 시민 품으로” 본격화 부산일보 11면

부산진구 타임스퀘어처럼… 서면에 전국 첫 ‘쇼핑문화특구’ 만든다 국제신문 02면

서구 지역업체 모인 경동 컨소시엄 아미4 행복주택사업 단독 응모 부산일보 18면

영도구 “영도 산복도로 균열이 누수된 물 때문이라고…” 주민들 반발 부산일보 11면

해운대구
청년 예술가들 “해운대구 덕에 가수 데뷔” 국제신문 10면

청사포 공사장서 포탄 2개 또 발견 국제신문 10면

3/21

부산 시정

항만 미세먼지 심각한데 정부 예산은 ‘뒷걸음질’ 부산일보 01면

항만 미세먼지 줄인다 해놓고 예산 삭감 국제신문 04면

부산형 저탄소마을 15곳 뽑습니다! 부산일보 05면

부산 교육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부산일보 06면

결혼 안 하는 부산 청춘남녀, 혼인율 최하위권 부산일보 06면

결혼 점점 안 하는 부산 국제신문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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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수해야” 부산일보 06면

시의회 첫 추경예산, 민생은 없다? 부산일보 06면

취업 미끼 억대 수수 혐의 항운노조 50대 간부 구속 부산일보 11면

부산 경제

무한경쟁 부르는 부산시금고 ‘협력사업비’ 부산일보 17면

부산시 금고 조례안 지방분권 역행 국제신문 01면

부산 지역 관광벤처 육성 롯데면세점, 5억 원 지원 부산일보 17면

르노삼성, 그룹내 지역본부 변경 ‘수출 다변화’ 부산일보 17면

2035년까지 화물차→수소차 교체 국제신문 04A면

전국 스타트업 모여 ‘부산 미래 먹거리’ 찾는다 국제신문 14면

롯데면세점, 부산 청년 관광기업 육성 5억 기부 국제신문 14면

세계 아디다스 협력업체 행사 화승엔터프라이즈 3관왕 달성 국제신문 14면

부산 정치

미니 총선 ‘4·3 보선’ 막 올랐다 부산일보 01면

‘부산 인연’ 판사들 헌법재판관 동시 지명 부산일보 02면

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 부산 법조계 ‘겹경사’ 국제신문 02면

도 다시 악재 궁지 몰리는 조국 부산일보 08면

미래당 패스트트랙 내분 격화 부산일보 08면

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 분당설 고조 국제신문 05면

“색깔론” vs “외교 실종” 대북정책 놓고 여야 난타전 부산일보 08면

부산 문화

“‘부산의 맛’으로 한국과 일본 이을 수 있어 기뻐” 부산일보 14면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산실 ‘범어사 명정야학교’ 실체 찾았다 부산일보 20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회 정기공연… ‘봄의 소리’ 

만나세요
부산일보 20면

“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몸으로 체험해요” 부산일보 21면

가야 건국신화 새긴 토제방울 출토 국제신문 02면

부산시, 한·아세안 콘텐츠 빌리지 설립 추진 국제신문 02면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김지용… 시립합창단 등은 3인 

객원체제
국제신문 24면

금정문화 참여 포털 조성 권역별 문화사랑방 운영 국제신문 24면

동남권

신공항

서병수 “신공항,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하라” 부산일보 08면

서병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쓴소리 국제신문 05면

부산진구
“쓰레기 무단 투기 더 이상 안 돼” 부산진구 움직이는 CCTV 

운영
부산일보 11면

사하구 사하구 사람 45년 추억 넣어 구운 ‘옛날빵’들 국제신문 19면

수영구 연말 문 연다던 수영경찰서 첫삽도 못 떠 국제신문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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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옛 해운대역사 ‘공원화’ 본격 연대 행동 부산일보 10면

옛 해운대역 정거장 터 개발 ‘상업시설 지하화’로 전환점 국제신문 01면

옛 해운대역 정거장 공원화 부진… 해리단길 ‘속병’ 앓는다 국제신문 03면

3/22

부산 시정

부산시 도시건축 정책고문에 승효상 건축가 부산일보 01면

승효상 도시건축 고문 위촉… 부산 도시계획 어떻게 바뀔까 부산일보 04면

의원끼리 질문하는 시의회는 처음이야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재정 순증액 2621억 원 추산 부산일보 05면

부울경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함께 만든다 부산일보 05면

“원전해체센터, 지역상생 모델 돼야” 국제신문 01면

자가 민간어린이집 부산 첫 국공립 전환 국제신문 01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 손놓은 구·군… 10개 중 3개 가동중단 국제신문 08면

부산대 교수회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실시를” 국제신문 10A면

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조속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 국제신문 14면

부산 경제

‘용호부두’ 운영 중단한다 부산일보 01면

용호부두 화물선 입출항 영구 통제 국제신문 09면

건설업계, 교육환경평가 얕보다 ‘발목’ 부산일보 01면

침체늪? 회생? 중대기로에 선 부산 수출 부산일보 17면

부산 아파트 관리비, 전국 평균보다 저렴 부산일보 18면

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 센텀에 영남 최대 규모 개장 부산일보 18면

동원산업, 2200t급 선망선 ‘주빌리호’ 진수식 부산일보 18면

동원산업 2200t급 대형 선망선 ‘주빌리호’ 진수 국제신문 14면

낮엔 교사, 밤엔 게임 개발… ‘인디게임 대부들’ 부산서 일낸다 부산일보 18면

해양도시 부산에 문 연 ‘해양환경조사연구원’ 부산일보 19면

부산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첫 기업 입주 국제신문 14면

신발산업허브센터 지원 3년 내 320명 고용 창출 국제신문 14A면

신항 부두 간 울타리 헐어 물류 단축 국제신문 16면

부산 정치

선거제 패스트트랙 놓고 ‘내홍만’ 겪는 바른미래당 부산일보 06면

김세연 “지방선거 파행 여론조사 바로잡겠다” 부산일보 06면

문재인 대통령·민주·한국 PK 지지도 “뭘 해도 꼼짝을 않네” 부산일보 08면

부울경 경제공동체 ‘시동’ 국제신문 03면

부산 문화
아시아드CC ‘LPGA 유치’ 퍼주기냐, 도시 홍보냐 부산일보 02면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에 40대 김지용 연출가 선임 부산일보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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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3·1 만세운동 주역과 후원자 기억하며… 부산일보 23면

부산, 전국 첫 e스포츠 조례 만든다 국제신문 05면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그대로 추진 발언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 부산일보 05면

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국제신문 05면

형제복지원 유엔 특별보고관, 형제복지원 인간청소에 ‘경악’ 국제신문 04면

기장군 조은D&C 사태, 이번엔 비대위-변호사 격돌 부산일보 11면

남구 남구청, 소통으로 공공갈등 미리 막는다 국제신문 09면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사태, 사회적기업 운영권 문제로 확산 국제신문 08A면

북구 구포 주민·찜질방 갈등 봉합되나 했는데… 앙금 여전 국제신문 10면

사하구 ‘15년 셋방살이’ 사하구청 제2청사 연말 완공 부산일보 11면

서구 서구 부산대 장례식장 15개월 만에 재개장 부산일보 11면

영도구 경관 좋은해안엔 숙박시설 못 짓는 영도 국제신문 10면

3/23 문 대통령 ‘지역경제 투어’… “대구를 로봇산업 심장으로” 경향신문 05면 종합

文대통령, TK-PK 신공항 다 허용하나 동아일보 04면 종합

‘살신성인 이수현’ 아버지 이성대씨 아들곁으로 동아일보 25면 인물

文대통령 “대구공항 이전 문제, 잘 해결되도록 살펴보겠다” 조선일보 06면 정치

文 “대구공항 이전, 해결 되도록 살필것” 매일경제 01면 종합

선거 앞두고…文, 대구 찾아 “로봇기업 20개 육성” 매일경제 05면 정치

文 “대구공항 이전, 해결되도록 살필 것” 서울경제 01면 종합

내년 총선 앞두고 TK민심 달래기 행보 서울경제 12면 종합

3/25

부산 시정

“횡단보도 담배 연기 No!” 부산일보 08면 정치

10대 바닷속 비경 ‘남형제섬’ 부산일보 18면 경제

쓰레기 범벅 ‘회동수원지’… “상수원 맞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수질 개선으로 고품질 수돗물 공급” 국제신문 10면 사회

스쿨존 낮시간 차량진입 전면제한 국제신문 01면 종합

“통학로가 통행로인데”… 주민 불편 해소가 최대 난제 국제신문 03면 사회

안전사고 온상된 놀이터, 내달까지 지도·점검 국제신문 03면 사회

상습정체 푼 양산시·기장군 ‘상생 행정’ 국제신문 11면 지역

“북항 관광·교통망 ‘부산 대개조’ 모범사례 만들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해양수도 걸맞게 대개조” 큰그림 그린 부산사나이 머니투데이 11면 기획

스포원, 저소득층 위한 물품 1000점 기증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 고령화 속도 전국서 가장 빨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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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가운 시선에도 … 일부 부구청장 관용차 출퇴근 고수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올 아이돌보미 420명 양성 서울경제 31면 전국

오거돈 부산시장, ‘新남방’ 비즈니스 행보 아주경제 24면 인물

부산 경제

市 “톡톡 튀는 부산 신발기업 9개사 키워요”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관광’ 아시아 개별관광객 유치 발로 뛴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항만 대기질법 ‘시행 코앞’ 그 전에 할 일 많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말 많고 탈 많았던 101층 해운대 ‘엘시티’ 골조공사 마무리 부산일보 02면 종합

엘시티 ‘411ｍ’ 위용… 초속 98ｍ 강풍도 견딜 골격 완성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해운·조선사 지원 본격화 해양진흥공사 공사채 추진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이번엔 선출될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신차 배정도 못 받나’ 벼랑 끝 르노삼성 부산일보 01면 종합

교복 스니커즈, 향기 나는 장화… 부산시, 신발기업 9곳 

집중육성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신발기업 9개사 육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행 안 부 의  지 자 체  금 고  지 정  개 선 안  지 방 은 행  불 리 한 

‘협력사업비’ 존치
국제신문 17면 경제

정부 R&D 20조 마중물… 조선·자동차·해양 ‘기술자립’ 박차 국제신문 06면 기획

에코델타시티 물류 로봇이 실어 나른다 국제신문 17면 경제

대형공사 지역민 불편 엘시티, 보답의 차원 213억 통큰 기부 

약속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부산시설공단·싱가포르 업체 선진 정원·공원 개발 협약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 정치

‘송곳검증’ vs ‘철통방어’ 인사청문회 승자는?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울경 국회의원 유튜브 대부분 선거철에만 ‘반짝’ 운영 국제신문 05면 정치

文 대구 방문 때 靑 경호원 기관총 노출 논란 국제신문 05면 정치

전국체전 개최지 놓고 김해-부산 각축전 경남일보 13면 기획

부산 문화

“고향서도 박 열사 기리자” ‘박종철 거리’ 조성 움직임 부산일보 10면 사회

대만 인기 예능, 부산 송도해수욕장서 촬영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립예술단 인선 뚜껑 열어보니 참혹” 들끓는 지역 

예술계
부산일보 20면 문화

그린 워킹, 갈맷길 걸으며 봄 속으로 국제신문 08면 사회

지역 연극계 “환영”… 사실상 ‘경연’ 기대 반 우려 반 국제신문 20면 문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UCC 공모 응모작품 영화의전당 

연속상영
국제신문 20면 문화

‘피란수도 부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民官 공동사업 문화일보 16면 전국

“부산 갈맷길을 걸으며 행복을 느껴보세요”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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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ADPi 정치적 판단’은 부산시의 통역 오류” 부산일보 06면 정치

PK·TK에 각각 신공항?… 상생·출구전략 해석 분분 국제신문 04면 종합

김해공항 주기장 곳곳 균열… 9개월째 부실시공 보수공사 국제신문 08면 사회

‘김해신공항 추진’ 입장 바꾼 최정호 세계일보 01면 종합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 김해 신공항 찬성서 유보 청문회 

하루前 입장 바꿔
조선일보 05면 종합

“김해신공항, 제2의 4대강 되기 전에… 동남권으로 기수 

돌려야” 
머니투데이 11면 기획

김해신공항， 지역 갈등ᆞ국정 혼란 불렀다 경남매일 03면 종합

문 대통령 ‘대구공항 이전 살필 것’ 뜻은? 경남신문 02면 종합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꼼수증여 구설 이어… 이번엔 ‘이해충돌’ 논란 문화일보 05면 정치

“아파트 3채로 시세차익 25억” 내일신문 02면 정치

첫 청문부터…野 “국토투기부 장관” 헤럴드경제 05면 정치

이대호 청렴

부산 명예

홍보대사 

위촉

롯데 이대호 ‘청렴부산 명예홍보대사’에 위촉 국민일보 24면 인물

청렴부산 명예홍보대사에 롯데 이대호 선수 파이낸셜 29면 인물

이대호 선수 청렴부산 명예홍보대사 위촉
경남도민신문 12면 스

포츠

프로야구 롯데 이대호 선수 청렴부산 명예홍보대사 위촉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시 시내

버스 공공

와이파이

“부산 시내버스에서 언제든 와이파이 쓰세요”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시범운영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시내버스에선 와이파이 팡팡 파이낸셜 아주경제 02면 종합

이수현 씨 

부친 

이성대 씨 

별세

의인 이수현 아버지 이성대 씨, 아들 곁으로 국제신문 09면 사회

의인 이수현씨 부친 이성대 씨 ‘그리운 아들 곁으로’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CCTV 

확충

부산, CCTV 대폭 확충…시민 불안감 낮춘다 서울경제 31면 전국

부산 도심 지능형 방범 CCTV 2500대 확충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남구 남구의회도 “주피터 프로젝트 폐기” 한목소리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래구 동래구 신청사 설계안 용역 일시 중단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구 서구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에 ‘이순신 공원’ 짓자”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 609 부지에 38층 호텔 들어선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센텀 신세계百, 야외주차장 부지 10년째 개발 하세월 국제신문 16면 경제

3/26

부산 시정

부산시 2030엑스포 부지에 55보급창 포함 부산일보 01면 종합

“가덕도 東岸 제2신항 2단계 사업지로” 부산일보 05면 산업

부산시체육회 채용비리 의혹 감사 착수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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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오산이 처음”이라던 주한미군, 그 전에도 생화학 

실험
부산일보 04면 사회

“부산 안전 위협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철회가 마땅” 부산일보 04면 사회

‘형사처벌 위기’ 부산 16개 구·군 청소과장들에게 무슨 일이…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숙원사업 낙동강 하굿둑 민관 협치로 연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단순 차량운행 제한 떠나 교통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제신문 10면 사회

LPG충전소 기장군 15곳·부산진구 0곳 국제신문 15면 경제

자갈치주차장 활용 놓고 두 지자체 ‘갈등’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시범운영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설명회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시, 오늘 낙동강 하굿둑 개방 원탁회의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전국 첫 발암성 물질 ‘벤조피렌’ 실태조사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형 창업카페 이용 10만 건 눈앞, 창업문화 ‘연착륙’ 부산일보 18면 경제

“창업 문턱 낮춘 부산으로 오세요”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해외 의료관광객을 공략하라 ‘2019 부산 힐링 메디컬 팸투어’ 부산일보 18면 경제

吳시장, 말레이에 e스포츠 교류 제안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IBK창공 부산’ 1기 기업 모집 창업 컨설팅 등 서비스 지원 부산일보 18면 경제

“연구 투명성·활용도 높이자” 부산시 용역결과 모두 공개 국제신문 01면 종합

공동어시장 대표 선거 내달 19일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선보엔젤’, 亞·유럽과 협업… 동남권 제조업 역량 키운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중국 보유 우주·로봇기술 부산 접목도 준비”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용호부두 화물처리 기능 완전 폐쇄 동아일보 18D면 부산

24시 응급실, 반려견 놀이터 중앙일보 21면 전국

부산 자영업자 등 1000억 대출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머니투데이 25면 인물

부산 정치

여야 보선 전략에 내년 총선 보인다 부산일보 03면 선거

‘리더십 4.0 연구소’ 8일 개소 서병수, 정치 활동 ‘기지개’ 부산일보 08면 정치

최 후보자 “부동산 대책 효과, 아직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경향신문 04면 정치

부산 문화

테마 갖춘 보행거리, 부산 원도심 살린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다목적 보행공간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하자”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의 숨은 관광지 찾아요” 부산일보 21면 교통

부산 벚꽃, 제대로 즐기자 부산일보 21면 교통

극단 동녘 열풍으로 막 내린 부산연극제 부산일보 25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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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단 “초심으로 돌아가라” … 돌직구 맞은 부산연극제 국제신문 22면 문화

부산 오륙도~해남 땅끝 1463㎞… 최장 도보여행길 열린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국제보트쇼 28일 개막 레저·낚시 볼거리 늘려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부산국제보트쇼 28일 개막 내일신문 06면 자치

동남권

신공항

최정호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따르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잘못된 정책” vs “10년 지역갈등 반복” 부산일보 05면 산업

“대통령 공약… 가덕도신공항 무조건 됩니다” 부산일보 05면 산업

최정호 “총리실 김해신공항 건설 중지 결정 땐 따르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 ‘김해신공항 철회’ 대대적 광고 국제신문 05면 종합

다시 군불 때는 가덕도 공항… 부산시, 심상찮은 여론전 한국일보 08면 종합

인사청문회서 김해신공항 건설 공방 경남매일 03면 종합

최정호 ‘신공항’ 변심? 경남신문 01면 종합

여야 정치권, 김해신공항 건설 놓고 난타전 경남일보 03면 종합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최정호, 사위 꼼수 증여 지적에 “사위도 자식” 군색한 답변 국민일보 05면 정치

野 “최정호, 3주택으로 시세차익 23억” 동아일보 10면 종합

崔 “다주택 정리 못한 건 실수”… 野 “아파트 3채 모두 투기 

지역”
서울신문 05면 종합

최정호, 아파트 ‘꼼수 증여’ 시인 세계일보 05면 종합

야당 “최정호 투기지역에 집 3채” 중앙일보 08면 종합

野 “최정호, 3주택 시세차익 20억” 집중포화 매일경제 08면 정치

野 “주택 3채로 23억 시세차익” 與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서울경제 08면 정치

여당마저 꼼수 증여 비판… 신공항 건설엔 말바꾸기 아주경제 04면 종합

3주택·23억 차익에도 … 최정호 “투기 아니다” 한국경제 06면 정치

“총리실서 취소요청하면 따라야” 내일신문 16면 산업

부산시 창업

카페 활성화

창업카페 대연점은 IT, 사상점은 문화예술 특화 국제신문 14면 제공

창업카페, 지역 특성 맞춰 특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창업카페 활성화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창조

센터 4주년

부산창조센터 4년…스타트업 407곳 발굴·지원 국제신문 14면 경제

창업기업 후견인 역할 톡톡 서울경제 32B면 전국

서면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부산 서면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시, 구축지원사업 선정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생긴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생긴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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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장 공원일몰제 병산유원지 보전녹지 추진에 주민 반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장안 15만4000V급 송전탑·선로 건설 추진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래구 벚꽃 날리던 ‘명륜역 가로수길’ 나무 수십 그루, 재개발에 ‘싹둑’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빙상센터 이용요금 인상 놓고 시·구 ‘용역’ 갈등 국제신문 10면 사회

사하구 사하구도 아파트 미분양 사태… 부산 ‘관리지역’ 확산 우려 국제신문 02면 종합

서구 구덕골 문화장터 올해 말까지 운영 국제신문 10면 사회

연제구 부산 거제동 재정비지역 화재… 행정절차 지연이 火 불렀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영도구 10년째 기약없는 영도대교 교량박물관 국제신문 09면 사회

중구 부산 자갈치시장에 충무공 동상 세운다 국민일보 17B면 사회

해운대구
“무단 철거 사태 디딤돌 삼아 ‘문화도시 해운대’ 되살릴 것” 부산일보 28면 인물

해운대구 통장이 동 주민센터 여직원 폭행 의혹 국제신문 10면 사회

3/27

부산 시정

천마터널 30일 개통, 부산 해안순환도로 ‘터널·교량’ 구간 완성 부산일보 02면 종합

공기업 신사옥 앞다퉈 자리 선점 북항 재개발 ‘훈풍’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반쪽짜리 되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市 ‘역점추진’ 한다면서 청년·신혼부부 내모는 ‘엇박 행정’ 부산일보 03면 종합

도심 역세권 동래역·시청앞 두 곳뿐 부산일보 03면 종합

市 원자력안전팀장 탈핵활동가 채용 부산일보 08면 정치

市 원자력안전팀장 탈원전 활동 앞장 시민단체 출신 임명 국제신문 05면 종합

“기존 복지 체계서 배제된 ‘무연고 장애인’ 지원 시작점 되길” 부산일보 04면 기획

북항 재개발지에 공공기관 대거 입주… 원도심에 활력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비리 공적개입” 국제신문 01면 종합

자활근로자에 생계급여 외 월 38만원 장려금 국제신문 20면 노동

부산 경제

동남권 자율운항선박·원전해체 국가산업으로 육성 국제신문 15면 경제

GB총량 이미 90% 소진… ‘산단 지상주의’와 작별해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센텀2 뜨거운 감자 국제신문 06면 기획

월세·해외연수 지원…청년 희망정책으로 고령화 산 넘는다 중앙일보 20C면 영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엠 등 사회공헌대상 ‘명예의전당’ 중앙일보 B05면 경제

부산 임대주택 상가, 노인 일자리 작업장으로 변신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中企 지식재산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나선 부산시 서울경제 27B면 전국

“中企 지식재산 키워 혁신성장” 부산, 맞춤 지원으로 길 터준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서면에 ‘국내 1호’ e스포츠 상설경기장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년 … 스타트업 407개 키워 한국경제 30A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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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오인해 블록체인 규제… 부산 IT 보안영역 기술개발 

막혀”
국제신문 16면 기업

부산 정치

역대 PK 재보선 보수 압도적 우위… 이번엔 바뀔까 부산일보 06면 선거

부산 민주당 ‘터줏대감’ 배갑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선임
부산일보 08면 정치

“지도부에 눈도장”… 경남 보선 현장 달려가는 부산의원들 국제신문 04면 종합

제1, 제2 금융중심지도 헛도는데 … 추가 지정 신경전 중앙일보 B02면 경제

부산시민·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전국체전 유치 부산시 어깃장… 오늘 표대결 경남매일 01면 종합

“이의 있나” “예” “이의는 무슨, 통과” 조선일보 01면 종합

인천은 상륙작전 보상, 전북은 문화재 친일몰이… 과거캐기 

바쁜 의회
조선일보 03면 종합

부산 문화

입항부터 출항까지, 승객과 선원 모두를 위한 시설 확충 경향신문 P06면 여행

내일부터 나흘간 ‘부산국제보트쇼’ 서울경제 27B면 전국

2m 드론보트·투명캐빈반잠수정…해양레저의 모든 것 모았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28~31일 부산국제보트쇼 벡스코ᆞ수영만 요트경기장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다시 ‘활활’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벤조피렌 

실태 조사

부산시, 내달부터 ‘벤조피렌’ 실태 조사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내달부터 발암물질 벤조피렌 실태조사 국민일보 14B면 사회

부산시, 전국 최초 벤조피렌 실태 조사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시 미세

먼지 배출 

사업장 적발

부산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23곳 적발 국제신문 10면 사회

‘양심 불량’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적발 경남매일 05면 사회

기장군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 메카’ 만든다 동아일보 18면 사회

오규석 군수, 원안위 앞 1인 시위 동아일보 18면 사회

남구
“지역 내 자금 순환으로 경제 활력” 남구, 하반기 지역화폐 

30억 발행
국제신문 10면 사회

동구 초량천 복원 공사 ‘지지부진’, 주민 ‘불편·불만’ 속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진구 근린공원 부지에 복지관 추진하다 제동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낙동제방벚꽃길 꽃 구경 갔다가 노점 구경만…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구 수영강 휴먼브릿지 예산 슬그머니 ‘또’ 부산일보 05면 종합

해운대구
단란주점 등록 해운대 유명 클럽 실제론 유흥주점으로 버젓이 

영업
국제신문 08면 사회

3/28

부산 시정

아동친화도시 향해 부산시 ‘한발 더’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자갈치 등 관광특구 되살리자” 부산일보 04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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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 난개발 막는 ‘엘시티 방지법’ 발의 부산일보 03면 사회

매연 뿜는 ‘로드 트랙터’ 특별법 시행 전 실태 파악 급하다 부산일보 03면 사회

대저수문 안 연 채 낙동강 하굿둑 개방 ‘논란’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재활시설 ‘서울 9분의 1’ 정신질환자 강력범죄에 ‘구멍’ 부산일보 10면 사회

1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 또… 부산일보 05면 정치

올 1월 부산 출생아 수 작년비 10.5% 감소… 역대 최저 국제신문 14면 경제

“LA항만 AMP 설치로 미세먼지 저감” 국제신문 02면 종합

“채용비리 의혹 털어달라” 시체육회 셀프수사 의뢰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중앙대로 BRT 건설에 뽑혀 나가는 가로수 국제신문 08면 사회

‘휠체어 타고가 걸어나오게’… 거동불편 노인 도움 최소화 국제신문 06면 기획

“불편함이란 역발상, 치매 개선 효과” 국제신문 06면 기획

오거돈 시장, 아세안 사무국 방문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요청 한국일보 27면 인물

부산서도 원폭피해자 지원 길 열린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 경제

부산관광공사, 내일부터 ‘영도시대’ 개최 부산일보 17면 경제

동남권 경기 회복 신호탄 될까 제조업 생산 동향 소폭 증가 부산일보 17면 경제

‘노후 컨’ 출입 제한 임박, 부산항 물류난 위기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명소 찾은 외국인 손님 수 용궁사 90% ↑, 이기대 50% ↓ 국제신문 14면 경제

예보 “정부·캄보디아와 협력 부산저축은행 채권회수 최선” 국제신문 01면 종합

중소조선소, 금융권 불신에 운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조선경기 훈풍?… 중소조선소는 찬 바람 한국일보 15C면 부산

스타트업 투자자 연계 부산시 오늘 ‘B벤스데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 대한상의ᆞ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경남매일 08면 경제

부산 정치

김세연 의원, 156억 원 줄어도 여전히 ‘최고 재력가’ 부산일보 05면 정치

67억 재산 오거돈 부산시장 전국 광역단체장 중 1위 부산일보 05면 정치

불황에도 10명 중 7명 재산 증가… 이헌승 12억 늘어 국제신문 05면 종합

비서울 광역단체장 15명 중 9명 서울·인근 신도시에 부동산 

보유
세계일보 06면 경제

24억 늘어난 원희룡 “카드승소금 나눠주고 14만원뿐” 매일경제 16면 정치

박원순 1억660만원 또 줄어…8년째 꼴찌 서울경제 06면 사회

오거돈 67억 지자체장 1위… 박원순은 빚이 7억 아주경제 04면 종합

박원순 서울시장, 마이너스 7억3650만원 한국경제 10면 정치

6000만원 첼로·4000만원 그림 … 韓牛·태양광 설비 

신고하기도
한국경제 10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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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2023년 전국체전 김해서 열린다 부산일보 13면 부산

부산·경남 상생, 전국체전 순차 유치 국제신문 02면 종합

을숙도·흰여울마을·범어사… 붐비는 곳 NO 자연과 여유 YES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외양포·대항마을’ 구술조사 착수 부산일보 21면 문화

부산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 내달 3일 개최 국제신문 26면 스포츠

고려청자음각모란문장 2억… 피아노 3500만원 서울신문 14면 사회

부산 오페라하우스 잘못된 협약 왜? 한겨레 13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공항 검증단 ‘김해공항 확장안 검토’  내달 초 

최종보고회
부산일보 01면 종합

가덕도 신공항 추진 동력 잃나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백지화’ 국민청원운동 목표 이하 경남신문 02면 종합

천마산터널 

개통

천마터널 30일 개통…사하 장애인복지관~남항대교 ‘3분’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해안순환도로 천마터널 30일 개통 동아일보 18C면 영남

부산 천마산터널 30일 개통 아시아투데이 27A면 지역

부산 서구 ‘천마터널’ 30일 개통 한국일보 15C면 부산

해안순환도로 핵심 천마터널 30일 개통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동-서 연결 천마터널 개통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제조혁신 

협의회 구성

‘부산 제조혁신 협의회’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부산일보 17면 경제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 부산시, 협의회 구성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협의회 구성 서울경제 32B면 전국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 잰걸음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구 동구 성북시장 가면 ‘만화 세상’이 활짝!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래구 동래구,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사태’ 특위 보고서 복지계도 법인도 모두 ‘불만’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목욕탕 굴뚝 1ｍ 균열… 주민 “붕괴 위험”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하구 재정난이라더니… 제2청사 완공 앞두고 ‘별관’ 또 짓는 사하구 부산일보 11면 사회

3/29

부산 시정

동남아 외교 펼친 오 시장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에서” 부산일보 03면 종합

시장, 신남방 도시 정상외교 성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균형발전’ 큰 그림 그린 부산시, 서부산권 ‘선택과 집중’ 택했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필수사업 ‘선택과 집중’ 서부산권 개발 대수술 국제신문 01면 종합

민선6기 계획 재정비… 지자체 수용, 국회의원 “서부산 홀대” 국제신문 03면 종합

서부산권 개발, 효율성 높여 제대로 한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생긴다 부산일보 10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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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빠진 부산 부산일보 02면 종합

삶이 고단했나… 술독에 빠진 부산 국제신문 02면 종합

흡연 잦은 부산중구·술 많이 마시는 산청군 매일경제 02면 종합

“천마터널 정밀진단을” 주민들 개통식서 시위 예정 부산일보 13면 사회

국가 주도 ‘과학육성’ 지역사회 사업으로 돌려놔 국제신문 18면 과학

항만 미세먼지 줄일 육상전기… 가격 경쟁력이 관건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인구절벽, 지방은 더 가팔라진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50년 뒤 인구 절반은 ‘65세 이상’ ‘데드크로스’ 올해부터 

시작됐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은 車 위한 도시… 사람우선으로 바꿔야” 국제신문 26면 인물

“항만 부대사업 활성화로 부산항 가치 높일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붓싼뉴스’ 함 들어보이소 경향신문 10면 전국

부산뉴스, 붓싼말로 들으이소~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환경공단 ‘제1회 ECO 디카시 공모전’ 개최 동아일보 18C면 영남

부산 경제

오거돈 시장 르노삼성차 본사 방문 부산일보 17면 경제

가덕도 종합개발·항공클러스터 사업 전면 중단 부산일보 01면 종합

레저보트 시장 선도 신모델 5척 사업화 부산일보 18면 경제

“지역 중기 제품 베트남 진출 도와드려요” 부산일보 18면 경제

BPA “지역에서 제 역할” 본격 드라이브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부산도시공사 공채 신규 직원 23명 모집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값 끝없는 추락 부산일보 17면 경제

안전사고는 제로, 감동 경영은 제대로 부산일보 33면 기업

더불어 잘 살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사회적 가치’ 경영 최우선 부산일보 34면 기업

SNS 활용 시민과 열린 소통 “부산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부산일보 35면 기업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만들기’ 시민을 위해 뛴다 부산일보 38면 기업

국내 최고 고도정수처리 시설 구축,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부산일보 39면 기업

굵직한 국제 행사 유치, 지역경제·마이스산업 발전 ‘이바지’ 부산일보 40면 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숨통 틔우는 부산 시민 ‘희망 동반자’ 부산일보 41면 기업

창업 준비부터 골목상권 홍보까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부산일보 41면 기업

중소조선硏, 레저용 고속보트 신모델 5척 개발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낚시·수상 스포츠용 ‘해양레저보트’ 新모델 쏟아진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지역 예술·문화 지원 BPA 이색 사회공헌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국제보트쇼 벡스코서 31일까지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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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보트 쇼 개막 요트, 엔진 부품 한눈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벡스코서 美투자이민 정보 얻어가세요 매일경제 28A면 영남

부산 정치

민주평화당 부산시당 개편대회 부산일보 10면 정치

한국당 PK 총선 지휘자는? 부산일보 10A면 정치

부산 기초단체장 재산 노기태 강서구청장 1위 국제신문 02면 종합

평화당 부산시당 당직 개편 배준현 시당위원장 재신임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레저·생활체육·휴식 결합된 부산의 대표 ‘도심 속 힐링 공원’ 

명성
부산일보 36면 기업

미로 같은 골목길 굽이굽이엔 피란민 삶이 서려 있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가난·불평등 직시 자갈치시장을 사랑했던 ‘빈민의 사진가’ 국제신문 06면 기획

찬란한 봄…불그레 꽃길, 빙그레 눈길 경향신문 10A면 수도권

봄의 길목에… 영남지역 곳곳에 ‘벚꽃 축제’ 만발 동아일보 18C면 영남

부산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 개최 경남일보 17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포화 상태 김해공항 ‘황금노선’도 제대로 못 띄운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김해공항 소음피해 10년 내 262가구↑ 부산일보 05면 종합

김해공항 부산~싱가포르 노선, 슬롯 부족해 주 4회밖에 못 

뜬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김해신공항 백지화청원 인원 미달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김해 항공기 소음피해 면적 10년 후 2배 이상 늘어난다 경남신문 05면 사회

‘김해신공항건설 반대’가 다수 시민의 뜻? 경남일보 05면 사회

금정구
부산 침례병원 3번째 경매도 유찰 시, 건보공단 직접 찾아 인수 

요청 
국제신문 08면 사회

남구 건축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한 대연동 자연녹지 부산일보 13면 사회

영도구
태종대 모노레일 내년 운행 ‘물 건너 갔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31일까지 부산 영도 ‘인문학 파티’ 한국경제 30A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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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산 시정

시민 손으로 ‘소확행’ 도시 부산 만든다 부산일보 02면

국방부 “8부두 현장 설명회, 주한미군과 협의” 부산일보 02면

백양터널 비상식적 통행요금 “부산시 관련자 처벌하라” 부산일보 08면

“눈먼 경로당 보조금 수사 의뢰하라” 부산일보 11면

“경로당 보조금 자료 미제출 수사 의뢰하라” 국제신문 09A면

동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내년부터 설치 국제신문 03면

부산시의회, 시 추경안 의결… 홍보비 등 37억 삭감 국제신문 05면

내일 ‘세계 자폐인의 날’ 광안대교 등 파란 조명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시 갈등관리사업, 되레 부서 갈등 부추긴다 국제신문 10면

미세먼지 심한 날 공공 건설 일시중단 국제신문 16면

부산 경제

부산시, 56년 역사 공동어시장 인수 나섰다 부산일보 01면

오늘 르노삼성차 노사 협상 재개 부산일보 04면

한진중 새 대표에 이병모 STX 대표 출신 선임 부산일보 04면

대주주 바뀐 한진중 새출발… 건설부문 진로 ‘촉각’ 국제신문 02면

‘부산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이달 말 출범 부산일보 04면

제2벡스코 없이는 강서 부산연구개발특구도 없다 부산일보 04면

‘화승이랑’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농장 부산일보 17면

부산지역 제조업 체감경기 지표 ‘소폭’ 상승 부산일보 17면

부산, 금융본사보다 자산운용사 유치하면 유망 국제신문 06면

용호부두 정박지 이용 부경대 실습선 어쩌나 국제신문 09A면

부산~싱가포르 노선 취항 D-30 국제신문 16면

부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한다 국제신문 17면

부산 정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 특별교부세 잇단 확보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금강공원 ‘드림랜드’ 물 건너갔다 국제신문 01면

백산 안희제 선생 ‘발해농장’ 재조명 국제신문 21면

3일 부산시울림 시낭독 콘서트 시단 중진 박정애 시인 초청 국제신문 21면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지원 조례 통과 부산일보 02면

“이유 없이 날 가뒀던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국제신문 25면

금정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 놓고 추진위-구청 대립 부산일보 10면

주민 집회 막겠다며 직장민방위대원 동원한 금정구 국제신문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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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장에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도입’ 확정 부산일보 01면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가속기, 기장 구축 속도 국제신문 01면

남구 남구,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창업투자회사’ 추진 부산일보 11면

동래구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소 부산일보 23면

부산진구 “재개발구역 쓰레기 방치 땐 재개발조합에 과태료 부과” 부산일보 10면

북구 구포성심병원, ‘心아카데미’ 개설 부산일보 23면

사하구 사하구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부산 부동산 먹구름 부산일보 17면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 첫 단계부터 삐걱 부산일보 11면

해운대구
해운대 산책하다 “으악!” 20대 남성 백골 시신 발견 부산일보 11면

해운대 해수욕장서 신원미상 시신 발견 국제신문 10면

4/2

부산 시정

“시민 모두의 쾌거… 아세안 콘텐츠빌리지 만들겠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市 역점사업 ‘아세안 콘텐츠 빌리지’ 건립 가속 국제신문 03면 종합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사업성 높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범천철도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경제성 있다” 결론 국제신문 01면 종합

늘어나는 부산 원도심 빈집, 우범화 우려 부산일보 10면 사회

길 위에 선 지 한 달, ‘노동자상’ 갈 곳은…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양환경공단 이전 최적지는 부산” 커지는 기대감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시내버스 ‘주 52시간’ 해법찾기 비상 국제신문 01면 종합

“임금 보전” vs “버스료 인상” vs “준공영제 혁신” 3중 충돌 국제신문 03면 종합

성수기인데 대책 없는 시민공원 주차난 국제신문 10면 사회

“미세먼지 줄여주는 가로수 BRT 공사로 뽑아선 안 돼”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의원, 환경미화원 폄하 발언 논란 국제신문 05면 종합

‘오염 몸살’ 부산 동천에 해수 방류 추진 국민일보 17B면 사회

부산 경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인센티브 확대를” 부산일보 18면 경제

“영남은 좁다” 에어부산, 인천공항 진출 선언 부산일보 18면 경제

기술금융 선구자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 동반자로! 부산일보 19면 금융

부산금융중심지 10년 라운드테이블 시민단체가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자영업 무덤 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자영업자 5년 새 17% 증발… 전국 평균의 16배 국제신문 14면 경제

‘145만 원’ 전기 삼륜차 달린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베트남 인구 1억 육박 거대시장… “전자상거래·게임 유망” 국제신문 06면 기획

“인터넷·모바일 사용자 많아…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춰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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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車부품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 … 수협은 ‘신중’ 내일신문 15면 산업

부산시,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힘싣는다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부산 정치

신공항 비판 徐 전 시장에 날 세운 吳 시장 부산일보 10면 사회

한국당 PK 당협위원장 “나, 떨고 있니”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당 내년 총선 PK발 대폭 물갈이 예고 국제신문 04면 정치

文대통령 평화 되돌리려는 시도 있다… 한미 틈 벌리기 경고 동아일보 08면 국방

文 “한·미, 비핵화·평화체제 목표 완전 일치” 세계일보 01면 종합

“남북미,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머니투데이 06면 정치

文 “한·미의 노력에 北 호응 기대한다” 한국경제 06면 정치

한반도 비핵화 위한 ‘톱다운’ 재개 내일신문 02면 정치

“예타, 경제성 낮추고 지역균형성 높여야” 내일신문 06면 자치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좋아요” 내일신문 06면 자치

부산 문화

토마토부터 불꽃놀이까지, 부산은 매 순간이 축제 부산일보 21면 문화

가장 예쁠 때, 가장 아름다운 부산으로 오세요 부산일보 21면 문화

“유럽서 27년간 독립운동, 부산 출신 서영해 기억해주세요” 부산일보 28면 인물

예술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완성 못해 단계별 장기적 관점 

필요한 때
국제신문 23면 문화

부산-아세안, 영화·웹툰·경제 교류 박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아세안 콘텐츠 빌리지’건립…부산, 10國과 영화·게임 교류 문화일보 14면 전국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부산서 열린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부산서 개최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제회의 전문 도시’ 낙점, 김정은 참석 땐 ‘평화 도시’ 각인 부산일보 03면 종합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 초청 협의” 경향신문 06면 국방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회의 서울신문 03면 종합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시아투데이 03면 종합

11월 한국·아세안 회의 정부, 김정은 초청 검토 조선일보 05면 국방

문 대통령, 11월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 초청 검토 한겨레 06면 종합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추진 한국일보 01면 종합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아세안 정상, 11월 부산에 모인다 매일경제 02면 종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위원장 초청 검토 서울경제 08면 정치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주경제 04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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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에 靑 “김정은 초청 검토” 파이낸셜 01면 종합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다 경남신문 04면 종합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시청-교육청 손잡고 아동 돌봄 빈틈없게 부산일보 01면 종합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든다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시-교육청,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위해 협력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교육청 ‘미래·행복·평화교육’에 3조 투입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아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형제복지원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구제길 국제신문 16면 전국

금정구 “애사심 또 발휘를”… 민방위대 동원한 금정구 게시 글도 논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기장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이달 건설허가 유력 부산일보 01면 종합

남구
부산 남구 영어특구 지정… 옛 개성중학교엔 수학문화관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남구, 전국 최초 창업투자회사 설립 착수 한국일보 14C면 부산

사하구 보행자 사고 많은 사하구, 무단횡단 방지시설 ‘차일피일’ 부산일보 10면 사회

4/3

부산 시정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지원 부산일보 11면 사회

‘규모 축소’ 시청앞 행복주택 대책 나오나 부산일보 05면 종합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 특화단지 구체화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첫 수소차 충전소, 문도 열기 전에 ‘방전’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민공원 ‘공공성’ 무게 두자 재정비조합들 반발 확산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시내버스 운송원가 과다산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경남일보 07면 지역

“시민 누구나 성평등 의제 다룰 공간 만드는 게 꿈” 국제신문 27면 인물

기형적인 도로망, 도시 단절 주범… 잇단 재개발에 더 얽힌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만성 정체 황령터널 텅 빈 다대로 등 39곳 수요예측 제대로 

못해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장애인 고용률 5% 목표… 직무 발굴 앞장 국제신문 21면 노동

“미래 함께 책임지는 행복교육” 부산시·교육청 비전 선포 국민일보 18B면 사화

“서마터시티로 도약하는 붓싼” 지역 시민 사로잡은 사투리 

뉴스 
조선일보 16면 사회

부산대개조 설명회 吳시장, 오늘 세종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참가자 모집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 ‘대아세안 관광 경쟁력 UP’ 기대 부산일보 01면 종합

한전 부울본부, 공기업 최초 ‘안전상생펀드’ 조성 부산일보 19면 경제

한전, 안전위협 요소 신고 시민에 포상금 추진 국제신문 14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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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대저토마토축제 오이소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항 신항 물류 흐름 좋아졌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업무협약 부산일보 20면 기업

절대적 우위의 초격차 전략 대한민국 No.1 브랜드 만든다 중앙일보 C01면 기업

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중앙일보 C09면 기업

부산 문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밝힐 ‘매직 랜턴’ 부산일보 22면 문화

고 김지석 위원장 등 부산문화대상 국제신문 27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대구공항 이전 부지 연내 결정… 가덕도신공항 추진 힘 받나 부산일보 06면 종합

대구공항 통합이전 속도 가덕신공항 청신호 될까 국제신문 02면 종합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 속도 낸다 경향신문 12면 전국

대구공항 통합이전 비용 8조원대 합의… 사업 속도 낼 듯 국민일보 18B면 사회

“연말까지 주민투표로 이전지 선정”… 속도 내는 대구 

통합신공항
서울신문 14면 전국

르노삼성차 

사태 장기화

협력업체 “납품량 40% 감소, 현장 동요 심해” 부산일보 04면 종합

르노삼성 협력업체 “퇴사자 속출… 이대로 가다간 줄도산” 국제신문 02면 종합

르노삼성차 사태 장기화… 협력업체 고용유지 빨간불 한국일보 12C면 부산

르노삼성 협력社 “한달 더 파업땐 문 닫는다” 매일경제 30면 전국

르노삼성 파업 장기화…협력사 납품 40%↓ 서울경제 13면 산업

운봉산 산불

해운대구 운봉산에 큰 불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운대 운봉산 ‘초대형 산불’ … 요양원 환자·학생 긴급 대피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 운봉산 화재 계속 확산 국제신문 01면 종합

해운대 산불 기장까지 확산… 진화 애로 국제신문 10면 사회

뮤지컬 

전용극장 

‘드림씨어터’ 

개관

부산에 국내 최대 뮤지컬전용극장 오픈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BIFC에 국내 최대 뮤지컬전용극장 4일 개관 한국일보 12C면 부산

BIFC 내 국내 최대 뮤지컬전용극장 개관 서울경제 29B면 전국

국내 최대 뮤지컬 전용극장 ‘드림씨어터’ 내일 문 연다 한국경제 31면 문화

고리4호기 

제어봉 고장

고리4호기 ‘제어봉’ 한 달 만에 또 고장 부산일보 06면 종합

수리 24일 만에… 고리원전4호기 또 고장 국제신문 08면 사회

고리4호기 제어봉 또 고장 국제신문 13면 정책

부산기능

경기대회

부산지역 숙련기술인들 다 모여라!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기능대회 개막… 70대·母子 참가자 눈길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기능경기대회 오늘 개막 파이낸셜 04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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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온라인 진출 

기업 지원

아세안 온라인시장 판로 개척하도록 홈피 제작 등 지원 국제신문 18면 기업

아세안 온라인 진출 기업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아세안 최대 온라인 마켓 진출 도와드립니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강서구 잘 익은 대저토마토 맛보러 오세요 국제신문 15면 경제

기장군 기장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 “지역병원 들러리 돼선 안돼” 국제신문 08면 사회

영도구 오폐수 바다로 유입 20년… 손 놓고 있는 영도구 국제신문 10면 사회

동래구 “쓰레기 수거량 비슷한데 근로자 줄이라니…” 국제신문 10면 사회

4/4

부산 시정

세종 간 오거돈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에 힘 실어 달라”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환경공단 8일부터 공채 상반기 신입직원 70명 뽑아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장애인시설 환경 점검 ‘알맹이 빠진 반쪽’ 빈축 부산일보 11면 사회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로 한때 불길 ‘아찔’ 부산일보 10면 사회

“생화학 실험 없어 기록도 없다” 주한미군 답변 신뢰성 의문 부산일보 08면 종합

징용 노동자상 첫 민관 협의 “日영사관 앞” vs “불가” 팽팽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향후 20년 하수도계획 용역 발주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 기능경기대회 6일간 열전 부산일보 14면 인물

동해선 승객 연간 1000만시대… “운행간격 단축” 여론 고조 국제신문 05면 종합

대형 산불 돌발 악재에 … 숲 조성 행사 준비하던 부산시 허탈 국제신문 09면 사회

치매환자 실종신고 들어오면 온 마을이 20분 내 움직인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지역사회 기반… 환자 거주지서 관리 국제신문 06면 기획

“인간 존엄성 기반 어르신·가족 지원”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동아일보 20D면 부산

‘부산, 지능사회 선도’ 행정서비스망 전송속도 20배 높인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대저新도시·제2벡스코 건립… ‘서부산시대 연다’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시 행정서비스망 20배 빨라진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경제

동부산관광단지 미분양 3개 부지 개발사업자 찾는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동부산 테마파크 착공 맞춰, 잔여부지 주인 다시 찾는다 국제신문 14면 인물

에어부산 매각설… 지역 경제계 ‘촉각 부산일보 05면 종합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발족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항만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3년 연속 A등급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 정치

‘예상된 결과’ … 담담한 청와대 부산일보 03면 선거

부산 “악취 넘어온다” vs 김해 “문제없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첫 출항하는 해수부‘문성혁號’해운재건·조직장악 다 잡을까 헤럴드경제 02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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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찢긴 마음, 침몰한 마음… 연결해 드립니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인턴 기회 대폭 확대 광고제 도전하세요~ 부산일보 20면 문화

척박한 영화 산업 인프라… 첫 지역 배급사 만든 ‘겁 없는 

20대’ 
부산일보 21면 문화

부산 관광업계 ‘외지손님’ 늘릴 방안 머리 맞댄다 국제신문 15면 교통

변호인·블랙팬서 촬영지 걸으며 봄 만끽하세요 국제신문 15면 교통

“BISFF 민영화로 가는 게 맞아… 조직 축소도 각오” 국제신문 28면 인물

스웨덴 침몰한 거대 군함,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뜨다 국제신문 19면 기획

영화의 도시 부산에 국내 최대 뮤지컬 전용극장 아주경제 25면 지역

부산 자본시장 역사박물관 … 연말까지 예약 꽉 찼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무료 승마체험 하러 시민공원 가자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비수도권 SOC사업 ‘예타 문턱’ 낮아진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바뀐 ‘예타’, 지역 균형발전 긍정적 서부산의료원 등 부산 현안 

‘청신호’
부산일보 05면 종합

하단~녹산선·서부산의료원 추진 급물살 부산일보 01면 종합

문턱 낮춘 ‘예타’… 지역개발 길 넓어진다 동아일보 01면 종합

신분당선 연장-GTX B노선 사업 탄력받을 듯 동아일보 03면 사회

예타 대수술… 부산 현안사업 탄력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균형발전 최우선… 대구 도시철도 연장 등 ‘SOC’ 심폐소생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SOC사업 수월” 지자체들 일제히 환영 매일경제 08면 사회

2019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부산시, 사회적 기업·유망 스타트업 ‘통 큰 지원’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대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한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창업 30社 800만원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스타트업 30곳 골라 유망기업으로 육성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사회적경제 키우자” 상생 협력형 비즈모델 구축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대표 창업기업’ 도전하세요 서울경제 31B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오거돈 시장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백년대계” 국제신문 05면 종합

강서구 부산백병원 강서구 이전설에 ‘화들짝’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사업 본격 추진 동아일보 20D면 부산

동구
‘툭하면 고장’  산복도로 모노레일·경사형 엘리베이터 

‘불안하네’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래구 심고 뽑고 또 심고… 동래 BRT 거리 ‘가로수 잔혹사’ 국제신문 10면 사회

사하구 을숙도 일원에 국립자연유산원 본격 유치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서구 전국 첫 산복도로 ‘테라스 임대 주택’ 추진 부산일보 06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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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해운대 산불, 수사 주체 서로 떠넘기기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 운봉산 산불 진화… 이틀간 임야 20㏊ 태워 국민일보 15B면 사회

잿더미로 변한 부산 해운대 운봉산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4/5

부산 시정

광안대교 점검 로봇한테 맡겨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대폭 확대 부산일보 10면 사회

유람선 한 척 마음대로 못 띄우는 부산 “바다 자치권 찾자” 부산일보 05면 종합

미세먼지 주범 된 ‘부산항’, 주변 나무심기로 ‘오명’ 벗기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31명 선발에 단 1명 합격, 부산시 산하기관 공무직 응시자들 

허탈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스쿨존에서 미세먼지 걷어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환경공단, 폐수 단속서 계도 위주 전환 국제신문 09면 공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보완 정기적 감독시스템 구축해야” 국제신문 09면 공연

‘14년 표류’ 부산구치소 이전 또 원점으로 국민일보 19C면 사회

오거돈 시장 “서면쇼핑특구 추진”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동네 어르신·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자체 8곳서 

시동
한국일보 08면 종합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오픈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 구성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 구성 파이낸셜 04면 부산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구현 해양·항만권한부터 확보 돼야”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市, 소상공인과 제로페이 활성화 박차 파이낸셜 29면 인물

부산 경제

‘에코델타’ 3단계 2공구 기술제안 입찰에 사회적 가치 평가 

반영
부산일보 17면 경제

“대형선망 살아남으려면 선단 절반 가까이 감척해야”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구직자는 벚꽃보다 취업… 부산 기업 채용문 ‘활짝’ 국제신문 02면 종합

“서면 쇼핑문화특구 지정 등 지원 관광객 몰려드는 원도심 

만들겠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경제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잇단 환영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소비재 美서 488만弗 성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정치

정부 지정 ‘국제관광도시’도 수도권에 쏠리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민주당 “경제 집중” vs 한국당 “범보수 결집” 부산일보 04면 선거

내년 총선, 가장 핫한 지역구는? 부산일보 08면 정치

‘이제는 내 선거’ 발등에 불 떨어진 부산 정가 부산일보 08면 정치

싸늘한 PK 민심 고민 빠진 청와대 부산일보 03면 선거

文정부에 경고장 날린 PK 민심 국제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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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식 ‘당협 물갈이’ 임박… PK 원내외 인사는 긴장 국제신문 04면 정치

부산 문화

시민공원 농협숲서 마음껏 힐링하세요 부산일보 18면 경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푸짐한 한마당’ 부산일보 11A면 사회

“부산의 문화적 위상 높일 부산문학관 반드시 건립” 부산일보 27면 인물

부산 중·영도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 국제신문 10면 사회

우주서 농사짓는다고? 부산과학축전이 궁금증 풀어준대요 국제신문 18면 IT

길 곳곳에 임진왜란·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의 흉터’ 국제신문 06면 기획

조선통신사 오가던 영가대… 역사교육 현장으로 국제신문 06면 기획

전국 유일 도심 속 유채꽃 축제 경남일보 07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산정 엉터리” 부산일보 05면 종합

국토부, ‘김해공항 소음영향 조사 결과’ 일부 항목 빼고 발표 국제신문 03면 종합

“국토부 김해신공항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밝혀야”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김해공항 소음피해 자료 전부 공개하라” 경남매일 04면 사회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인근지역 영향은 경남일보 05면 사회

뮤지컬 전용

극장 개관

뮤지컬전용극장 개관 부산일보 06면 종합

여기! 모든 뮤지컬의 감동이 그대로 부산일보 23면 문화

부산에 국내 최대 뮤지컬 전용극장 생겼다 세계일보 10A면 전국

국내 최대 뮤지컬 극장 개관 매일경제 30A면 영남

금융 

역사박물관 

개관

KRX, ‘자본시장 역사박물관’ 개관 부산일보 18면 경제

한국거래소, 금융 분야 전문 역사박물관 개관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에 금융경제 박물관 ‘속속’ 매일경제 30A면 영남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개관 문화일보 36면 인물

거래소 “국내 자본시장 역사를 한눈에” 내일신문 12면 금융

사상구
선관위, 김대근 사상구청장 검찰 고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선관위, 김대근 사상구청장 검찰 고발 국제신문 10면 사회

기장군 기장 원전감시기구 채용 비리 ‘사실로’ 부산일보 10면 사회

남구 덩치 커진 느티나무 가로수 “내가 민폐인가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래구 이진복 “교육부, 온천2초등학교 신설해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북구 부산 북구 신청사 논의 ‘주민 패싱’ 국제신문 10면 사회

사하구 다대포항 해안도로 사업, 해묵은 예산 갈등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구 ‘악취 풀풀’ 동삼해수천 정비 나선다 국제신문 09면 공연

해운대구 꺼졌나 했더니 끊임없이 재발화… 해운대 산불 ‘뒷끝 작렬’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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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산 시정

“지역관광지원센터 유치해 국제관광도시로 간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거돈 “시민공원 주변 개발, 시민 뜻에” 부산일보 05면 종합

‘충전소 사태’ 해결, 부산도 수소차 달린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1호’ 수소차 충전소 이달 말 문연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 다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공공기관장 보수 제한 조례’ 거부 부산일보 01면 종합

‘산불 악몽’ 부산 천마산·기장군서도 잇단 불 부산일보 01면 종합

재발화 원인은 ‘두꺼운 낙엽층’ 연기 새면 흙으로 덮은 뒤 

신고를
부산일보 02면 사회

오거돈 시장, 3·1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 동참 국제신문 25면 인물

‘갈맷길 10돌’ 부산, WTC 유치 총력 국제신문 01면 종합

WTC 원동력 될 갈맷길 … 구·군도 코스 잇단 ‘업그레이드’ 국제신문 03면 종합

장애인 수화통역·길안내 지원 관광 약자 전문 가이드 키운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렴” 국제신문 10면 사회

강원도로 달려간 전국 소방차…위기 대응 빛났다 국제신문 02면 사회

부산청년 10명 중 4명 “결혼도 출산도 않겠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불법주차 견인업체 “우리도 준공영제 적용을” 국제신문 10면 사회

서울 강남 ‘버닝썬’처럼 클럽형태 등 불법 운영
일반음식점 7곳 적발 

08면 사회

서부산개발사업 전면 재조정 ‘불협화음’ 국제신문 09면 사회

산불 악몽 반복 왜?… 실화자 찾기 어렵고 잡혀도 경징계 국제신문 02면 사회

“주한미군, 부산항 8부두 생화학 실험실 폐쇄하라” 국제신문 05면 사회

광안대교 9, 14일 심야 전면 통제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경제

‘부산 해양신산업’ 지역발전투자 시범사업 선정 부산일보 16면 경제

기업-기관 간 클러스터 구축 ‘착착’  명지녹산산업단지 

스마트화 박차
부산일보 16면 경제

“안 팔리는 내 집 좀 사 주세요” 주택 매입사업 신청자 몰린다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으니…” 중개사무소, ‘복비 무료’ 출혈 

경쟁까지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선사·터미널 운영사·연관산업계 함께 성장해야 부산항 발전”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울경 혁신도시 기관별 ‘지역민 스킨십’ 사업 확대 부산일보 16면 경제

보스턴컨설팅코리아 황형준 대표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수소승용차 시대 이달말 ‘시동’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5+5+10’ 으로 미래산업 집중… 급조 ‘5G 청사진’ 실현 미지수 문화일보 05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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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내년 PK 총선, 범여권 vs 범보수 양자대결로 가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與 PK 기초단체장 악재 ‘펑펑’, 커지는 총선 불안감 부산일보 08면 정치

“선수는 있는데 거물급이 없네” 총선 1년 앞, 고민 깊어지는 

여야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거창군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선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광역시·도 노동예산비중 0.58% 불과 내일신문 18면 정책

부산 문화

동아시안컵 축구 12월 부산서 열린다 부산일보 19면 스포츠

광안리 ‘인싸’ 알파카… SNS선 “부산 가야 할 이유 늘어” 부산일보 10면 사회

“노동자상~소녀상 거리를 ‘항일거리’ 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대규모 뮤지컬 전용관 ‘드림씨어터’ 문 열었다 국제신문 20면 문화

시민공원 개장 5주년 행사 다채 국제신문 08면 사회

유채꽃밭에서 추억 남기기 동아일보 20C면 영남

부산 옛 일본군 방공호, 근대건조물로 보존되나 서울신문 12면 전국

인류 달착륙 50주년… ‘별 잔치’ 활짝 세계일보 12A면 전국

단돈 1만원만 내면 울산·경북관광 OK 서울경제 31B면 전국

단편영화 판로개척 프로젝트 작품 모집 서울경제 31B면 전국

동네 도서관에서 온가족이 풍성한 프로그램 즐겨요 내일신문 19면 문화

낙동강 생태

탐방선

낙동강 탐방선타고 경남 대동국수 먹으러 가자 파이낸셜 01면 종합

낙동강 생태탐방선 김해 대동선착장까지 확대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부산~양산 ‘낙동강 생태탐방선’ 김해 대동선착장까지 확대 

운항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 이달 중순 최종보고회” 국제신문 04면 종합

강서구 부산1호 수소충전소 이달 강서에 준공 국제신문 16면 경제

기장군 원전 지자체 “지원금 혜택 구역 늘려달라” 서울경제 31면 전국

남구 문현금융단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묶어 금융타운 개발 필요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진구
갈등 치닫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자문위 권고안에 ‘촉각’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민공원 건축물 시민의견 수렴 결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북구 화명생태공원서 낙동강 본류로 오수 직접 유입 ‘심각’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구
영도 STEM빌리지 조성 본격화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갈라짐·침하’ 영도 산복도로 장마철 앞두고 보강공사 돌입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 ‘길냥이 급식소’ 잇단 파손… 주민간 분쟁 국제신문 10면 사회

거가대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거가대교 통행료 낮춰질까 국제신문 11면 지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될까? 경남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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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산 시정

부산 좌수영성지·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진·수영구, 밀양·양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소극행정 신고센터’ 가동, 공무원은 ‘불만’ 시민은 ‘적극 환영’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내버스 노사 기싸움 ‘팽팽’ 부산일보 02면 종합

출산 후 이사 갔다고 출산장려금 못 받다뇨? 부산일보 10면 사회

“市 공정성 의심” 심사 자리 박찬 의원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2050년까지 50%로 올린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경남공고팀 로봇분야 금메달 부산기능대회 6일간 열전 끝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재개발 비리 수사 국민청원 올라와 국제신문 09면 사회

일본뇌염 주의보… ‘작은빨간집모기’ 올해 첫 발견 국제신문 09A면 사회

부산 청년 10명 중 4명 “결혼·출산 필요 없다” 국민일보 17B면 사회

부산청년 10명 중 4명 ‘결혼·출산 필요 없다’ 한국일보 16C면 부산

노숙인 사회정착 돕는 부산시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정부가 제동 건 ‘부산 살찐 고양이법’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시 “장애인 건강도 디자인해 드려요”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 경제

“침체일로 뿌리산업 살려라” 기술고도화 팔 걷은 부산시 부산일보 18면 경제

“동남아가 몰려온다” 관광·마이스업계 기대감 ‘솔솔’ 부산일보 21면 교통

부울경 상장기업 매출액 3년째 뒷걸음질 부산일보 05면 종합

에코델타 AI센터 짓고, 부울경 조선소 5G 접목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제조업체, 동남아 시장서 잇단 계약 성과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시·BPA ‘해양자치권 확보’ 협력모델 머리 맞대야” 국제신문 02면 종합

정보독점 해소·규제 풀어 스타트업 성장과실 함께 누려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기업이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동반 성장 가능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해양신산업 200억 투입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도약 돌파구 찾는 부산 뿌리산업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르노삼성 파업 지속땐 수출 8만대 날아갈수도” 매일경제 17면 기업

부산 뿌리산업 육성에 4년간 30억 투입 서울경제 32B면 전국

조선·기자재산업, 아세안 판로 뚫는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김정은 부산서 다자외교 데뷔할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여야 PK 총선 후보선수들 “자리 지키기 쉽지 않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스타 없고 후보만 많은 PK 총선 ‘1% 박빙 승부처’ 늘어나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닻 올린 문성혁호… 업계 기대 반 우려 반
국제신문 19면 농수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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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영남보수 복원”… 황교안·서병수 총선 부산 출마설 국제신문 05면 종합

위기감 커진 민주당 부산 의원들, 의정성과 대대적 홍보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애환 담긴 ‘옛 동래역사’ 등록문화재 된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옛 동래역사·강원 고성 동해 GP 문화재 된다 국제신문 22면 문화

부산서도 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 부산일보 10면 사회

3·1운동·임정 100돌 초대형 역사공연 열린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봄, ‘남파랑길 시네마투어’ 떠나봄 부산일보 21면 교통

부산영상위 신임 사무처장에 성상철 전 부산시 자문위원 국제신문 28면 인물

부산시, 장애인 맞춤형 운동 전문가 키운다 경향신문 14면 전국

10월 LPGA 대회 열어 ‘부산의 매력’ 전세계에 알린다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 

BNK 썸

‘BNK 썸’ 창단… 부산에도 여자프로농구단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BNK 썸’ 초대 감독 유영주… 홈구장은 금정체육관 국제신문 26면 스포츠

부산 연고 여자농구단 ‘BNK 썸’ 창단 경향신문 24면 스포츠

여자프로농구 ‘BNK 썸’ 창단… 새바람 일으킬까 세계일보 22면 스포츠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아시아투데이 25면 스

포츠

신생 BNK캐피탈 감독에 유영주 한겨레 24면 스포츠

부산 연고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한국일보 25면 스포츠

BNK캐피탈, 여자농구단 창단 매일경제 30면 스포츠

BNK캐피탈, ‘BNK썸’ 여자프로농구단 공식 창단 머니투데이 25면 인물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한국경제 31면 스포츠

BNK캐피탈，여자프로농구 전국시대 연다 경남매일 11면 스포츠

‘BNK 썸 여자농구단’ 창단 경남일보 17면 스포츠

우암동 

동항성당

우암동 ‘동항성당’ 문화재 등록 추진 부산일보 25면 문화

‘빈자 안식처’ 부산 동항성당 근대역사 문화재 등록 추진 서울신문 18면 전국

부산, 소막마을 ‘동항성당’ 문화재 등록 추진 세계일보 12A면 전국

“우암동 랜드마크 ‘동항성당’을 문화재로” 파이낸셜 04면 부산

강서구 논란의 ‘낙동강 아트홀’ 설계안 변경 전격 합의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애물된 가로수 해송, 벌목대신 새 둥지로 국제신문 09면 사회

4/10

부산 시정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하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글로벌 도시 도약” 국제신문 01면 종합

市, 복합클러스터 ‘아세안빌리지’ 조성한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몸집 불리는 벡스코, 제3전시장 예정지 놓고 ‘고심’ 부산일보 03면 종합



2019년 시정일지

166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벡스코, 제3 전시관 확충 위한 용역 착수 국제신문 14면 경제

“시청앞 행복주택 원안대로 추진하라” 부산일보 01면 종합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법안 제정을” 부산일보 10면 사회

새 단장 ‘부산역 광장’엔 광장이 없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운영비로 대출이자 납부… 부산 어린이집 상당수 재무회계 

엉망
국제신문 09면 사회

고령화 극복대상서 발상 전환… 도시경쟁력 차원 접근을 국제신문 06면 기획

올 가을부터 독감 예방접종 ‘임신부’도 무료 국제신문 21면 노동

베푸는 ‘바보클럽’ 1만명… 이젠 ‘봉사 리더’ 키운다 조선일보 23면 인물

부산 경제

글로벌 사무실 공유기업 ‘위워크’ 서면 상륙 부산일보 18면 경제

“차·조선 수출 부진 파고 넘어라” 바이어와 만남의 장 부산일보 18면 경제

‘제4회 국제 해색과학회의’ 부산 개최 부산일보 21면 경제

활로 막힌 부산 경제 ‘신공항·4차산업’으로 활력 찾아야 부산일보 03면 종합

빌딩에 가린 도등 지향등으로 해결 부산일보 21면 고기

북항 크루즈 입항 돕는 지향등 세우기로 국제신문 14면 경제

‘알맹이’ 빠진 서울모터쇼 ‘절반의 성공’… 부산모터쇼 갈 길은? 부산일보 20면 자동차

WTC 유치 나선 부산시 도심보행길 100억 투입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기술창업촉진지구 센텀·서면·원도심 ‘3파전’ 국제신문 14면 경제

페트병 외 다 매립되던 플라스틱… 국내 첫 선별기술 재활용 

길 열어
국제신문 20면 기업

“340억 부산 공장 신설… 지자체와 소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 앞장”
국제신문 20면 기업

부산, ‘SW마이스터고 유치’ 나서 리더스경제 06면 경제

부산, SW마이스터고 유치 나선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강점 융합, 기술산업 키워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이전 공공기관, 부산경제 혁신발전 촉매 삼아야” 리더스경제 02면 특집

“부산 수산 비중 전국 30%… 단순판매 넘어 고부가 

상품화해야”
리더스경제 03면 특집

“부산의 개방·포용성은 지역 특화 브랜드 창출 자양분” 리더스경제 04면 특집

르노삼성 오늘부터 부분파업 재개 매일경제 17면 기업

부산 세명전기공업, 명문장수기업 반열에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정치

“남강댐 노 터치, 남강 하류 취수” 부산·경남 물분쟁 해결되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돌아온 ‘김영춘’ 부산일보 08면 정치

총선 앞 존재감 못 찾는 PK 전·현 시도지사 부산일보 08면 정치

문형배 “난 PK 향판 출신… 지방분권 힘쓰겠다” 국제신문 05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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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의당 “與, 환경미화원 폄하발언 입장 밝혀라”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울경 광역단체장 직무수행도 ‘만년 꼴찌’ 경남매일 06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에서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은 어디?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도심 보행길 조성사업 본격 추진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에 마술세계 펼쳐져라~ 얍!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에 마술 전용 공연장 생겼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매직 서커스’ 1년 내내 즐긴다 국제신문 23면 문화

부산시민공원 5주년 ‘블록이랑 놀자’ 무료 관람·체험 행사 부산일보 29면 인물

부산여대 간호학과 학생 보건의 날 맞아 합창 공연 부산일보 29면 인물

프로스포츠에 쫓겨난 생활스포츠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역 연극인, 부산연극제 위기 공감·반성의 자리 갖다 국제신문 23면 문화

여자프로농구 ‘썸’ 시작하는 부산
경남도민일보 17면 스

포츠

기술창업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부산 기술창업 육성 시, 전국 첫 조례 제정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첫 제정 경향신문 12면 전국

부산 “기술창업이 미래 동력” 조례 만들어 지원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전국 첫 ‘기술 창업 지원 조례’ 제정 한국일보 12C면 부산

‘아시아 대표 기술창업도시’ 부산 첫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은행 

부산 축제 

4억 후원

부산은행, 부산축제조직위에 4억 후원 국제신문 26면 인물

BNK부산은행,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축제 4억 후원 경남신문 14면 인물

BNK부산은행, 부산지역 축제문화 활성화 후원 협약 경남일보 11면 인물

강서구 또 내려앉은 서부지청사… 부실시공이냐 지반침하냐 부산일보 10면 사회

금정구
금사동 도시재생사업 폐가 활용 사랑방 운영 지역별 맞춤형 

롤모델
국제신문 06면 기획

동래구 부산 옛 동래역사 문화재 등록 예고 경남일보 16면 문화

북구
덕천역 지하상가 24개 점포 중 8개 철거 후 공사재개 국제신문 08면 사회

화명생태공원에 인공 생태연못 “수질개선 글쎄…” 국제신문 10면 사회

사하구 아파트 테니스장 철거 두고 주민 갈등 고조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소각장 보수 시공업체 못 구해 국비 반납할 판 국제신문 08면 사회

4/11

부산 시정

원전안전정책 市 “적극 개입” 부산일보 03면 종합

“태국 관광객 웰컴 투 부산” 12~19일 특별 환대주간 부산일보 15면 경제

학교마다 “콜록콜록” … 늘어가는 빈자리 부산일보 02면 종합

전국 고용률 높아졌건만 부산은 12년째 ‘꼴찌’ 수모 부산일보 05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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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감독 나섰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재난 불안감 느는데… 부산만 외면하는 주민안전보험 국제신문 08면 사회

독일 치매 어르신, 친구와 차 마시고 노래하며 ‘소확행’ 국제신문 06면 기획

“환자가족 교육·집 개조 컨설팅… 요양원행 지양” 국제신문 06면 기획

英 6·25 참전용사 부산서 특강 국민일보 24면 인물

부산시·항만공사 용호부두 재개발 청사진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낙동강관리본부, 민간단체와 생태관광 협약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경제

BNK부산은행, 부산축제발전 4억 후원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 와서 쑥쑥 큰 캠코 ‘中企 정상화 지원기관’ 우뚝 부산일보 15면 경제

위워크 부산 2호점, BIFC에 문 연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공유오피스 위워크, 올 하반기 ‘BIFC점’ 오픈 국제신문 14면 경제

BPA, 북항 콘텐츠 아이디어 담을 4기 자문단 구성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창업·선배기업 간 상생의 장 만든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창업생태계, 활력 불어넣는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금호 “정상화 못하면 아시아나 매각”… 에어부산 향배 주목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20·30대 고용성적 갈수록 ‘참담’ 국제신문 02면 종합

정부지침 이후 입사자 정규직 전환 갈등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실업률, 1년 만에 5%대 재진입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경남의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 오늘 ‘상생혁신포럼’ 출범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해양 오피니언 리더들 … 조선·해운 미래 찾는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BPA, 북항 재개발사업 자문위원회 발족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정치

황교안 “통합의 큰길로 가면 총선 압승” 부산일보 06면 정치

“포퓰리즘 몰아세울 수도 없고…” 野 ‘냉가슴’ 부산일보 08면 정치

‘총선 위기감’ 집안 단속 나선 부산 민주당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의당, 하태경 의원에게 토론회 제안 부산일보 08면 정치

자금난 금호그룹, 에어부산 매각하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민주당, 조국 수석 영입 선언… 내년 총선 변수 되나 국제신문 04면 종합

與 ‘환경미화원 폄하’ 발언 이동호 시의원 징계절차 착수 국제신문 05면 정치

오늘 국회서 낙동강 물 문제 해결 토론회 경남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삶을 만나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낙동강 하구서 5색 생태관광 펼친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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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갈맷길 함께 걸어요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유일 수목원… ‘식물도감’ 속 거닐듯 봄꽃·희귀 수목과 

교감
국제신문 19면 레저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신공항 건설되면 10년 내 39개국 ‘신항로’ 열린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市,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신규 취항 항공사업자 ‘공모’ 부산일보 03면 종합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중장거리 신규 취항 땐 연간 최대 10억 

원 지원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해공항 국제노선 사업자 모집 1년간 편당 최고 500만원 

지원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김해공항 국제노선 확충… 신규취항 사업자 공모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국제노선 늘리는 김해공항 파이낸셜 04면 부산

김해공항 국제노선 신규취항 사업자 공모 경남일보 06면 지역

기장 

해수담수 

시설

‘애물단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산업용수 공급’으로 논란 

종지부
부산일보 01면 종합

‘수돗물→산업용수’ 기장 해수담수 10년 갈등 봉합 국제신문 09면 사회

“식수 대신 공업용수 활용”…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정상화 

될까
한겨레 16면 전국

부산 해수담수화 갈등 종지부 찍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식수 대신 산업용수로 쓴다 아주경제 01면 종합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정상화 해법 찾는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정상화 시동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스마트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창원·녹산·신평 산업단지에 스마트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부산일보 14면 경제

녹산·신평산단 등 전국에 14개 스마트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국제신문 03면 종합

산단공, 스마트산업 네트워크 14개 구축 내일신문 15면 산업

강서구 “세 차례 침하 서부지청사, 정밀 안전진단으로 논란 가리자” 부산일보 10면 사회

남구 섶자리 포함 용호부두 주변 재개발 마스터플랜 세운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래구
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동래구청 TALK-TALK 사랑방 운영 

업무협약
아주경제 25면 지역

부산진구 110년 만에 바닥 드러낸 성지곡수원지… “어, 잉어가 없네” 부산일보 11면 사회

서구 부산 아미4 행복주택 건설 경동 등 지역업체가 맡는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4/12

부산 시정

오거돈, 난임부부 지원 시민청원 답변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시, 난임주사제 보건소서 투여 검토 국제신문 09면 사회

“항만 미세먼지 잡자” 市 추경 국비 확보 총력 부산일보 08면 정치

낙동강 하굿둑 개방 대비 부산시, 염분 모니터링 강화 부산일보 11A면 사회

낙동강 하구 염분 감시체계 고도화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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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스트레스, 속 시원히 털어 보세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BPA-부산시-남구, ‘용호부두 재개발’ 마스터플랜 짠다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부산진역사, 이런 밑그림으로…” 시민·전문가, 활용방안 머리 

맞대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라진 부산역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달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상생 물꼬 텄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온천천 잇는 새 교량 2021년 5차로 완공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과학기술상에 박성흠·김경천 교수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과학기술상 수상자 인터뷰 국제신문 18면 IT

북항 재개발 자문위 4기 BPA, 전문가 40명 위촉 국제신문 16면 산업

30년 된 소방 헬기에 맡긴 부산 안전 국제신문 10면 사회

“일 줄인 만큼 자기계발해야 진정한 워라밸” 국제신문 26면 인물

“고독사 방지 조례 제정해, 외롭지 않은 사회 만들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민주주의 토양 위에 평화·번영의 대한민국 세우자”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원전 안전정책 시민의견 반영… 오늘 공조회의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 경제

‘K팝 콘서트 지원사업’ 부산원아시아페스피벌 3년 연속 최고 

등급 
부산일보 18면 경제

장금상선-흥아해운 통합… ‘국내 3위 컨 선사로 부산일보 18면 경제

“폐자원에 디자인을 입힙시다” 리사이클 상품개발기업 모집 부산일보 18면 경제

불붙은 에어부산 매각설, 지역사회 촉각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해수청, 환적화물 운송 안정화 방안 용역 추진 부산일보 16면 산업

5G가 만드는 스마트시티… 눈 앞에 ‘新세계’ 펼쳐진다 머니투데이 13면 IT

위워크, BIFC서 2호점 … 금융·스타트업 시너지 기대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정치

임정 100주년 부산 與 의원들 “바쁘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에 부산 출신 원영섭 변호사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조직부총장에 40대 정치 신인 세계일보 06면 정치

부산 온 황교안 “정부가 경제 망치는 정책만 내놔 답답” 부산일보 08면 정치

텃밭 챙기기 나선 황교안 … 부산서 민생탐방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수리조선소 찾은 黃… 텃밭다지기 가속도
아시아투데이 05면 정

치

황교안 “제가 딱딱하다고요? 마이크 치우고 얘기합시다” 조선일보 06면 정치

줄서고… 폭로하고… 공동어시장 사장 선거 과열·혼탁 

‘점입가경’ 

부산일보 09면 농수축

산

與, ‘환경미화원 폄하’ 시의원 당원자격 1년 정지 국제신문 04면 종합

민주당 부산시당 “내년 총선때 조국 영입” 동아일보 06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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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부산 후보로 영입하겠다” 세계일보 06면 정치

부산서 조국 출마론 꿈틀… “내년 총선 영입 1순위” 한국일보 10면 사회

이와중에 … 총선 차출설 불거진 조국 매일경제 08면 정치

조국 총선 부산 출마설 인사 참사 ‘출구전략’? 서울경제 06면 정치

‘文공약’ 이었던 ‘전주 제3 금융중심지’ 보류 문화일보 17면 경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사실상 좌절 헤럴드경제 12면 경제

부산 문화

부산박물관, 유아 위한 ‘요미조미’ 올해도 부산일보 23면 문화

“단순한 박물관보다는 복합공간으로” 부산일보 02면 종합

“옛 韓銀 부산본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국제신문 02면 종합

“ 불 의 에  저 항 하 는  부 산 사 람  기 질  우 리 에 게 도  뜨 겁 게 

흐른답니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한국어 배워 할아버지 한글기록 다 읽고 싶어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낙동강 생태탐방선 부산일보 10면 사회

편백숲과 계곡 펼쳐진 ‘문학 로드’ 발걸음도 詩가 된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사람답게 살아라”… 사회 부조리에 직설적 필치로 저항 국제신문 06면 기획

봄축제 붐 봄이 왔나 봄 경향신문 P01면 특집

풍성한 즐길거리와 추억 속으로 풍덩 ‘부산항축제’ 경향신문 P05면 특집

풍성한 먹거리·볼거리… 대변항 ‘기장멸치축제’ 경향신문 P07면 특집

전국 휠체어펜싱 선수들 한자리에! 경남매일 11변 스포츠

원전

해체연구소 

부·울 

공동유치

부산·울산 경계지에 원전해체硏 짓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울산 원전해체연구소 2400억 투입 내년 착공 국제신문 08면 사회

국내 첫 원전해체硏 부·울 공동유치 성공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울산 ‘원전해체硏’ 공동 유치 서울경제 29면 사회

원전해체 동남권 경제 활력소 되나 경남일보 01면 종합

440조 세계 원전해체시장 선점 나선다 경남일보 09면 경제

부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모델 

부산시·대학 손잡고 사회 공헌 활동 추진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시-대학, 상생·협력모델 만든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市, 지역대학과 상생·협력 모델 구축 추진 파이낸셜 04면 부산

르노삼성 

부산공장 

셧아웃

끝모를 파업에 생산절벽 … 르노삼성 ‘셧다운’ 초강수 매일경제 15면 기업

르노삼성 파업 7개월째 … 이제야 현장 찾은 이재갑 한국경제 15면 산업

르노삼성 부산공장 29일 가동중단 내일신문 15면 산업

르노삼성차 ‘셧다운’ 지역경제 ‘신음소리’ 헤럴드경제 12면 경제

금정구 직장민방위 동원한 금정구, 결국 노조에 사과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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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남구청 ‘용당동 레미콘 공장’ 딜레마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구

동구청-시민단체 ‘노동자상 임시 거처’ 합의, 부산시 “유감” 부산일보 04면 종합

초량동 임시 설치 ‘징용 노동자상’ 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뜻 

밝혀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구 市 ‘갈팡질팡 행정’에 영도 승마장 발 묶였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삼호가든 재건축, 도시계획 심의에 또 발목 부산일보 01면 종합

우동1 재건축 사업, 시 심의서 세 번째 ‘퇴짜’ 국제신문 14A면 경제

4/13 文대통령 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사실상 무산 동아일보 04면 종합

정치권이 띄운 ‘전북 제3 금융중심지’ 무산 한국경제 09면 경제

4/15

부산 시정

위성 활용한 ‘첨단 해양도시’로! 市, 국가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클린에너지 정책, 독일서 배운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도시가스,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나눔’ 확대 부산일보 25면 인물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나라호’ 취항식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시, 행사홍보 지자체·관변단체에 ‘떠넘기기’ 부산일보 10면 사회

교량 건설 방해된다고… 온천천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희생됐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개최 전국 대표자 모임에서 지역 활약상 알릴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 바다 키우려면 해양자치권이 필수 부산일보 01면 종합

특색 없는 유람선·규제 묶인 마리나… 해법은 ‘市 바다 관할’ 부산일보 03면 기획

“안이한 행정 벗어나 철저한 준비 나서야” 부산일보 03면 기획

부산시, 도급택시 처분 두고 장고 노조 “신속히 면허 취소 

처분해야”
국제신문 08면 사회

다시 느는 독감 의심환자… 학부모·교육현장 ‘긴장’ 국제신문 08면 사회

신재생에너지 알리기 적극 나선 부산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시 에너지 전환정책 인식 높인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세계해양포럼, 해양분야 ‘축적의 장’ 연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금융중심지부터 경쟁력 끌어올려야” 부산일보 08면 종합

“돌돔, 잘 자라서 돌아오렴!”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경실련 “지자체 금고 선정에 지역 기여도 우선돼야” 부산일보 17면 경제

새 지자체 금고 기준안 부산경실련, 개선 촉구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블록체인 시장 선점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스마트 물류 상용화 앞당기고, 핀테크 기업 유치 촉매제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북항 컨터미널 운영사 통합… 부산항 경쟁력 ‘UP’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정치 공동어시장 공영화 시-5개 수협 ‘줄다리기’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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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년… 여야 ‘PK 총력전’ 예고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볼 만하다” 여·야 ‘출마 러시’ 부산일보 04면 선거

전국 여론 척도 ‘PK 민심’, 신공항·인재 영입에서 판가름 부산일보 05면 선거

더 많은 의원들 중앙무대 활약하도록 기회를! 부산일보 05면 선거

내년 부울경 총선=제2의 지방선거? 부산일보 06면 종합

여야 본격 총선체제로 부산 민주 9석·한국 11석 +α 목표 국제신문 01면 종합

여야 ‘낙동강 대전’ 예고… 조국·이언주 출마 여부 관심 국제신문 04면 정치

동남권 신공항·정계 개편… 대형 변수 즐비 국제신문 04면 정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정부, 기존 부산 등 내실화 

결론
국제신문 16면 경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국책은행은 어디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① 성공 못한 부산부터 내실화 ② 전북 혁신도시 미비 아주경제 15면 금융

“비핵화 협상 경색에도 남북 태권도 교류 이상무” 국제신문 25면 인물

수면 위 떠오른 ‘조국 부산 출마론’ 경향신문 08면 정치

울산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 물 안받겠다” 서울경제 31면 전국

부산 문화

‘예술단 감독 선임’ 논란, 공연 파행 불렀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별잔치 꿈잔치, 별 헤는 지구인’ 5만여 명, 호기심 반짝였다 부산일보 11면 기획

부산시 ‘1530 걷기’ 발대식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항·오륙도를 한눈에… 한국해양대 ‘아치둘레길’ 열린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 ‘폭파 의거’ 전후 행적 실마리 찾았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갈맷길 걷는 장애인들 “두 곳뿐인 코스 늘려 달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국립부산과학관 야간천체관측 성황 동아일보 16C면 영남

“문화공연 등 예술과 접목시켜 해양문화의 메카로 만들 것” 동아일보 16C면 영남

동남권

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1천만 수요 반영해야” 세계일보 12A면 전국

징용

노동자상 

철거

“대화하자더니 노동자상 철거” 시민단체 오거돈 규탄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시, 징용노동자상 철거… 시민단체 “오 시장 출근 저지” 국제신문 10면 사회

민노총 마음대로… “부산 日영사관 앞 ‘항일거리’ 만들 것” 조선일보 10면 사회

“강제징용 노동자상 왜 치우나” 부산시에 뿔난 시민단체 한겨레 13면 전국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개척 지원

부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위메프’서도 산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NS홈쇼핑, 中企 판로 지원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사회적기업에 날개 달아준다 공공기관-대기업, 판로 

개척 지원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장 나선다 경남매일 15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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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장 착수 경남일보 06면 지역

중구
70년대 부산 쇼핑 1번지 ‘부산데파트’ 재건축 첫걸음 부산일보 02면 종합

지역 첫 주상복합 부산데파트 37층짜리 건물로 재탄생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강서구 28년간 불법 주정차 견인 ‘1도 없는’ 강서구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진구 시민공원 재정비지구 용적률 축소 검토… 조합원 반발 국제신문 16면 경제

북구 북구청 신청사 부지 선정서 구청장 빠진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 “옛 역사·정거장 부지에 한·아세안 기념공원을” 국제신문 08면 사회

4/16

부산 시정

‘겉도는’ 정화활동에 쓰레기장 방불… ‘새 없는 도래지’ 전락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역 홀대에 방치된 부산 ‘한부모 가정 자녀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항 재개발 연계 ‘원도심 재생 밑그림 그리기’ 최우선 과제” 부산일보 29면 인물

드론 띄워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한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바친 그들 유엔기념공원 전우 살펴 주길” 국제신문 10면 사회

한국해양대 한나라호 취항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치매안심센터마다 인력 모자라 ‘아우성’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한·아세안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 깜짝방문 기대” 국제신문 28면 인물

한·아세안 정상들 5년 만에 부산으로… 서울신문 19면 기획

부산을 재난·사고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국제신문 01면 종합

터지고 꺼지고 ‘불안한 발밑’… 시, 14가지 시설물 특별관리 국제신문 06면 기획

함몰관리시스템 전국 첫 용역… 위험지역 집중탐사 국제신문 06면 기획

“시민안전 확보 최우선” 민관 협력으로 ‘안전 부산’ 만든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오거돈 “낙동강 생태자원, 보존 동시에 적극 활용”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지역병원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서울경제 33B면 전국

‘노사 임단협 갈등’ 덜컹대는 부산김해경전철 경남신문 05면 사회

부산 경제

市·에어부산 대학생 대상 ‘부산관광 드림투어’ 모집 부산일보 17면 경제

에어부산도 ‘패키지 매각’ SK 그룹 인수 유력 거론 부산일보 05면 종합

에어부산 묶어 아시아나항공 판다… 박삼구, 채권단에 ‘백기’ 국제신문 02면 종합

아시아나 매각 소식에 관련주 무더기 상한가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자체, 전통시장과 소통 노력 없어” 부산일보 18면 경제

중입자선, 암세포 0.1㎜ 정밀 파괴… “원정치료 이제 그만” 국제신문 25면 건강

2025년까지 항공분야 일자리 2만2000개 생긴다 세계일보 13면 전국

부산 정치
헌재, 수도권 부자 지자체 ‘돈 욕심’에 제동 부산일보 01면 종합

청와대 출신 市 인사 총선 출마설 ‘모락모락’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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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예상자’의 복잡한 셈법 부산일보 08면 정치

“인재영입과 전략공천은 별개… 건강한 경쟁해야”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총선 역대 최대 물갈이? 부산일보 08면 정치

4월 임시국회… 문은 열었지만 일주일째 휴업 중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선거 재수부터 4수까지 9명 몰렸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선거 ‘9파전’ 으로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조국·이언주 거취, 내년 총선 부산 공천판도 흔든다 국제신문 04면 정치

부산 정치권, 총선 정책개발·인재발굴 잰걸음 국제신문 04면 정치

동아대 법대 동문 김도읍·박태수 대결 성사될까 국제신문 04면 정치

여야, 해운대갑 하태경 대항마 찾기 고심 국제신문 04면 정치

부산 문화

‘영화·미식·봄꽃’ 대만인 사로잡은 부산의 매력 부산일보 21면 교통

부산 해양레저 이끌 ‘캡틴’을 찾습니다 부산일보 21면 교통

1900년대 동래고무 연주음악 찾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내달 25일 영도~동구 19㎞ 골목갈맷길 걷기대회 국제신문 10A면 사회

21일 송상현 광장서 ‘지구의 날’ 행사 국제신문 10면 사회

“걸어서 부산항, 태종대, 오륙도를 한 눈에” 한국일보 15C면 부산

노동자상 

기습 철거

부산시 ‘노동자상 기습 철거’ 거센 후폭풍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민단체, 노동자상 철거 격렬 항의… 시 “위치 공론화할 것”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노동자상’ 기습 철거 갈등 격화 경향신문 15면 전국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철거 극한 대치 국민일보 17B면 사회

징용노동자상 철거에 부산시청 로비 점거 동아일보 12면 사회

“노동자상 철거, 오거돈 시장 사과하라”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민노총, 이번엔 부산시청 난입 조선일보 01면 종합

“오거돈은 親日” 부산시장실 몰려간 민노총 조선일보 14면 사회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는 친일” 한국일보 15C면 부산

‘폭력 면허’라도 쥔듯…민주노총 이번엔 부산시청 난입 매일경제 31면 사회

막무가내 민주노총 부산시청 ‘아수라장’ 서울경제 31면 사회

원전해체

연구소

부울, 원전해체 시장 선점 첫발… 내달 연구소 준비단 발족 국제신문 03면 종합

원전해체연구소, 2021년까지 부·울 접경지와 경주에 건설 경향신문 10면 종합

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경주에 분산 건립 국민일보 10면 종합

원전해체연구소, 고리원전 안에 짓는다 동아일보 10면 사회

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경주에 2021년 설립 서울신문 21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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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 2021년 고리·경주에 세운다 중앙일보 B02면 경제

부산·울산 접경에 국내 첫 원전해체硏 조선일보 14면 사회

정부, 원전해체산업 첫발 고리·경주에 연구소 설립 한국일보 01면 종합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신산업 육성 계기”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550조 시장’ 원전해체연구소, 기장 고리1호기에 설립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원전 건설시장 훨씬 큰데 … 해체산업 키운다는 정부 매일경제 14면 경제

원전해체硏 ‘부산·울산’-’경주’ 분산설치 머니투데이 04면 종합

둘로 쪼갠 원전해체硏…’나눠주기’ 논란 서울경제 08면 종합

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한국경제 13면 경제

‘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공동 유치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블록체인 

규제특구 

우선협상자 

선정

부산 ‘블록체인 규제특구’ 우선협상자 선정 부산일보 18면 경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 우선협상자 선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시, 우선협상자에 선정 한국경제 28A면 지역

남구 북부산세관 공사 ‘일단 제동’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현 청사 활용 ‘투 트랙’ 추진 국제신문 09면 사회

4/17

부산 시정

부산~싱가포르 7월 4일부터 운항 부산일보 05면 종합

제주항공도 7월 ‘부산~싱가포르’ 노선 띄운다 국제신문 15A면 경제

통학車 ‘잠자는 아이 확인 벨’ 기대 반 우려 반 부산일보 10면 사회

‘갈 길 먼 원전해체산업’ 안전 해체 기술·인력 확보 절실 부산일보 03면 종합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방향 빨리 정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외대 우암동 부지 개발방향 조속 확정해야” 국제신문 06면 정치

오거돈 시장 “부산도 재난대비 안전망 촘촘히 구축하자”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노인문화 선도’ 노인회관 오늘 개관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서비스R&D사업 연구개발 5건 지원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도시철도 역세권 주차장서 전기차 충전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도시철도 전기차 충전소 오픈 한국일보 13C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장애인도 이용 불편 없앤다 국제신문 12면 사회

“복지관 종사자들 고용 불안 없애야” 국제신문 12면 사회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반쪽’ 조례 개정 국제신문 11면 사회

낙동강 수질오염, 드론으로 감시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부산 컨소시엄’ 자동차 첨단엔진 부품 국산화 성공 부산일보 18면 경제

농진청 “도시농업 알짜기술 알려드려요” 부산일보 17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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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수출 중소기업 위해 나섰다 부산일보 19면 기업

‘부산의 맛’ 제대로 보여줄 관광 기업 찾아요! 부산일보 18면 경제

“선박금융 확대 위해 은행 참여 중요” 부산일보 05면 종합

고려개발 vs 한진중공업 ‘에코델타시티 3-2’ 2파전 부산일보 18면 경제

에코델타 3-2공구 사업… 한진重·고려개발 2파전 국제신문 15면 경제

“자본 잠식 벗어나 임기 내 조합 정상화 할 것” 부산일보 21면 농수축산

부산 첫 ‘액셀러레이터 펀드’… 소상공 창업까지 아우른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조달청 문턱 낮춰 지역 中企 제품 공급 더 늘릴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무분별 용도 상향·높이 규제 느슨… 고층 아파트가 ‘뷰’ 독점 국제신문 08면 기획

‘공공재’ 부산시민공원 60~65층 아파트에 둘러싸일 위기 직면 국제신문 08면 기획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에 판로 열어준다 한국경제 26A면 지역

부산 정치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원전해체연구소’ 기장·울주 총선 최대 이슈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국의 부산 총선 출마… 신의 한 수? 독배? 부산일보 06면 정치

갈 곳 없는 서병수, 어디로? 부산일보 08면 정치

“吳 시장 ‘서부산 대개조’, 徐 시장 정책 ‘짜깁기’ 수준” 한국당 

공세
부산일보 08면 정치

“기억하고 진실 밝히자” 전국 추모 물결 속 안전사회 다짐 국제신문 03면 사회

부산 지역구 복귀하자마자… 김영춘 민심챙기기 행보 국제신문 05면 종합

與 지도부도 ‘조국 차출’ 목소리 국제신문 06면 정치

부산 문화

케이팝 축제 ‘원아페’ 올해부터 서부산 개최 국제신문 01면 종합

박재혁 의사 ‘폭파의거 전후’ 행적찾기 한일 공조 국제신문 09면 사회

113년 전 대한제국 당시 녹음된 음반 부산서 발견 한국일보 13C면 부산

28일 부산서 시민바둑대회 연다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대구가 먼저 ‘김해공항 확장 부적절’ 결론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공항 확장안, 활주로 짧고 항공수요 감당 못해” 부산일보 03면 종합

강제징용 

노동자상 

기습철거

‘노동자상 기습 철거’ 사태 해결되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노동자상 설치 보장하라” 민주노총 청와대 앞서 시위 국제신문 04면 종합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는 친일” 이틀째 농성 서울신문 12면 사회

부산시청 로비에 전기장판 깔고… 민노총, 2박3일 점거 조선일보 03면 사회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기습철거 규탄” 상경투쟁 한겨레 12면 종합

민주노총 부산시청 이틀째 점거 농성 매일경제 30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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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C 핀테크

허브센터

부산국제금융센터, 국내 대표 핀테크 중심지로! 부산일보 05면 종합

BIFC ‘핀테크 금융메카’ 꿈꾼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BIFC, 핀테크 금융혁신 1번지 ‘도약’ 한국일보 13C면 부산

위워크 핀테크센터 7월 오픈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르노

삼성 

엔진부품 

국산화

부산시·르노삼성 엔진부품 국산화 성공 서울경제 27B면 전국

부산 민관 손잡고 車엔진 부품 국산화 성공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ᆞ르노삼성 첨단엔진 부품 국산화사업 완료 경남매일 15면 경제

강서구 전통소금 ‘자염’ 만들던 조선시대 염전 첫 발견 동아일보 25면 문화

기장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연내 착공 부산일보 01면 종합

중구
‘박종철 거리’ 보수동 책방골목~부산가톨릭센터에 조성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에 ‘박종철 거리’ 만든다 중앙일보 18C면 영남

4/18

부산 시정

부산시, 10월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부산일보 01면

하반기부터 부산시내 간선도로 ‘시속 50km’ 제한 국제신문 01면

노동자상 자리, ‘시민 100인 원탁회의’로 정한다 부산일보 11면

낙동강변에 국내 최장 보행전용교 들어선다 부산일보 11면

전 항운노조위원장 배임수재 혐의 구속 부산일보 13면

“항운노조 위원장 직선제로 뽑자”… 조합원 목소리 고조 국제신문 02면

황당한 집비둘기 개체수 조사… 부산 7개 구·군 “한 마리도 

없다”
부산일보 13면

부산 경제

“르노삼성 노사 장기분쟁 막자” 움직임 활발 부산일보 05면

한국해양산업협회 정기총회 부산일보 05면

고리1호기·부울산단, 원전해체 기업 해외진출 기지로 국제신문 03면

실크에어, 내달 2일 부산~싱가포르 노선 첫 운항 국제신문 14면

커피 포장지에 장애인 작품을… 부산 커피 업체의 특별한 펀딩 국제신문 14면

검은색 소주병에 국화 대선, 장례식장용 출시 국제신문 14면

부산 정치

부울경 다시 뭉친다 ‘동남권광역연합’ 부산일보 08면

부산으로 번진 바른미래당 내홍 부산일보 10면

경남도·부산시 “도정에 활력·동남권 관문공항 등 현안 탄력” 국제신문 04면

여야정 협의체, 꽉 막힌 정국 뚫을까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22회 부산아동문학 신인상 30일까지 동시·동화 공모 부산일보 20면

원도심 재생 이끈 산복도로 인프라… 관광자원 활용방안 

찾아야
국제신문 15면

부산 매력 알릴 관광 프로젝트 공모 국제신문 15면



시정 이모저모

179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21일 경성대 운동장서 국제신문 24면

기장군 600년 만에 부활했다 기장 ‘백자염주’ 부산일보 20면

남구 부산 ‘용당동 레미콘 공장 갈등’ 격화 부산일보 13면

사상구
신모라교차로 교통안전시설 ‘땜질 보강’ 국제신문 10면

‘만취’ 사상구 권경협의원 단속 불응 도주 국제신문 10면

사하구

절벽 낀 감천로에 실치할 차량 추락 방호벽 ‘무용지물’ 논란 부산일보 11면

구청 직원·민원인에 날아든 ‘욕설 문자’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건축위원회, 괴정5구역 재개발 계획안 재검토 결정 부산일보 17면

연제구
“층간소음 객관적 제3자 필요 경비원·당사자 해결은 싸움 

커져”
부산일보 13면

해운대구 음식·5G 무제한 즐기는 ‘해운대 ON식당’ 20일 오픈 국제신문 14면

4/19

부산 시정

부산 장애인 취업 ‘날개’ 부산일보 11면 사회

건강한 심장으로 100세 살기 市, 내일 벡스코서 시민강좌 부산일보 13면 사회

“아너 소사이어티의 선한 영향력 전 세계로 뻗길” 부산일보 02면 종합

“공공기관 보수제한 조례 재의결 해야” 부산일보 06면 종합

‘범죄 징후’ 위험군 관리시스템이 없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휠체어 타고 나래버스 오르는 오거돈 시장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항·원도심 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북항·원도심 통합개발 ‘시동’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보호 종료된 아동에 자립수당 주거 지원 국제신문 09면 사회

‘찬밥 신세’ 자전거도로 부산시, 활용법 찾는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목욕탕도 복지”… 원도심 잇단 건립 추진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공격적 난임대책 세워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주사 난민’·건보 사각… 난임부부 “아이 포기할까 고민” 국제신문 03면 사회

“전국 유일 정자 공공관리… 난임문제 해결 도움줄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부산, 난임부부 지원 나선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도심 도로 ‘안전속도 5030’ 부산, 10월 전국 첫 시행 국민일보 17A면 사회

부산, 하반기부터 도심 차량속도 50㎞로 제한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부산 ‘징용노동자상’ 갈등 임시봉합 중앙일보 16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 조기 착수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항 북항 운영사 연내 3→2개로 부산일보 17면 경제

대형선망 사상 첫 3개월 휴어기, 충격파 극복이 과제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국제신문 14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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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 … 제2 쇄빙선 건조 절실” 국제신문 16면 경제

“제2센텀, 국책기관 유치 일자리 창출해야” 국제신문 26면 인물

경남·부산·전남TP 남해안 산업벨트 활성화 경남도민신문 10면 경제

경남·부산·전남테크노파크, 남해안 산업벨트 활성화 협약 경남신문 10면 경제

실크에어， 부산∼싱가포르 신규노선 취항 기념식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 자동차 부품업계 특례보증 확대로 지원 경남매일 16면 경제

르노삼성·한국지엠 파업강행…부품사·지역경제도‘벼랑 끝’ 헤럴드경제 02면 자동차

부산 정치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선거 최종 후보 박병염 중도매인협회장 부산일보 06면 종합

민주당 새 공천룰, PK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산일보 10면 정치

한국당 ‘PK 지키기’ 나섰다 부산일보 10면 정치

민주당, 지난 20대 PK 총선 새누리당 닮아가나 부산일보 10면 정치

市, 산하기관 임원 사표 종용 한국당 부산시당, 검찰에 고발 부산일보 10면 정치

“부·울·경 민심 나빠져… 현장서 경제활로 찾겠다” 매일경제 10면 정치

지역주의 타파 완수위해 ‘부산행’ 머니투데이 07면 정치

부산 문화

동남권 첫 반려동물 테마파크 생기’냥’? 기대하’개’ 부산일보 06면 종합

“中 6대 다류·인도 아쌈홍차 맛 보세요” 부산일보 13면 사회

부산 기장서 우리차의 깊은 향기 속으로 떠나볼래요 서울신문 16면 전국

도시농업박람회에 쏠린 이목 부산일보 13면 사회

내달 마린시티의 밤과 어우러진 ‘빛 타워’ 보러오세요 국제신문 09면 사회

지역 무형문화 명맥 이어갈 부산전통예술관 탄생 국제신문 10면 사회

고마워요 동물사랑 천사기업 국제신문 18면 문화

항일운동·임란·삼한시대 발자취… 가슴 벅찬 시간여행 국제신문 06면 기획

절체절명 상황 속 임금에 전황 보고 감명받은 왜장이 가묘 

말뚝에 ‘충신’
국제신문 06면 기획

“수변공원에 ‘이순신 정신’의 랜드마크 설립 추진” 문화일보 36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대구시도 ‘김해공항 확장안’ 공식 반대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24일 김해확장안 최종 결론” 가덕도신공항 건설 논의 ‘탄력’ 부산일보 03면 종합

“이번엔 꼭!”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 출범 부산일보 03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컨트롤 타워 출범 한국일보 14C면 부산

“동남권관문공항 이번엔 꼭 성사”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 발족 매일경제 28A면 영남

“동남권 관문공항 제대로” 더 커진 김해신공항 반대 목소리 파이낸셜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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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건설 반대…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 한국경제 29A면 지역

부산 각계 인사 동남권 관문공한 건설 촉구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동남권 관문공항추진위 발대식 경남매일 05면 사회

북항 운영사 

통합

부산항 북항 통합운영사 연내 출범 머니투데이 04면 종합

부산항 북항 운영사 통합 해수부-항만공사 협약 체결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항 북항운영사 하나로 통합 내일신문 14면 산업

기장군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이소” 한국일보 14C면 부산

금정구 “법원은 침례병원 경매 절차 중단하라”… 시민 대책위 ‘농성’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래구 “불법주차 차단봉에 손님 車까지 막혔어요” 부산일보 13면 사회

부산진구 김영춘 의원 ‘민자도로 통행료 토론회’ 참석 부산일보 10면 정치

4/22

부산 시정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의 날’ 행사 부산일보 29면 인물

시-부산과기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추진 부산일보 17면 경제

이제, 부산서도 방사능 오염 검사 받는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두리발·현대 AI가 만났다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협약 부산일보 17면 경제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 취약계층 적극 돕는다 부산일보 23면 보건

20면 미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한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열려 국제신문 25면 인물

월 임대료 9만~21만 원 부산 첫 행복주택, 내달부터 입주자 

모집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국장급 공무원 인사 교류 10% 이상까지 늘린다 서울신문 11면 종합

“육아휴직 대체인력, 빠르게 구해드려요” 한국일보 14면 전국

현대차, 부산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개선 지원 아주경제 21면 지역

현대車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나선다 한국경제 33면 인물

부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공동 대응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 북항 컨터미널 통합운영 ‘급물살’ 헤럴드경제 09면 전국

부산 경제

市·상공계 잇단 지원에 르노삼성 노사 화답해야 부산일보 03면 경제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논의 다시 수면 위로 부산일보 05면 종합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찬반 뜨거운 논쟁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대규모 제조업체 종사자 광주보다 적고 GRDP 인천에 

밀려
부산일보 03면 경제

“경자구역 새 패러다임 필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집중” 부산일보 29면 인물

해양 기업 몰려 있지만 부가가치 ‘꽝’… 세계 6위 ‘부산항의 

민낯’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시, 과감하게 투자해 인천공항공사처럼 ‘BPA’ 키워야” 부산일보 04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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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김해에 18조 투입 ‘국제자유물류도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항 터미널 외국계만 배불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아시아나 경쟁력 지키려면 에어부산과 통매각이 최선” 동아일보 B03면 경제

부산, 친환경 배달 전기차 청년에 대여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오거돈 시장, 짐 로저스와 단독 대담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클린에너지산업 밀어준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정치

문성혁 장관 “부산항 제2신항 협약식 내달 초 개최 예정”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방문한 문성혁 해수장관 “부산경남 내달 제2 신항 협약” 국제신문 04면 정치

공동어시장 대표에 ‘수산 비전문가’ 박극제 선출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공동어시장 새 대표에 박극제 전 서구청장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민주 의원 “동남권 관문공항 도움 줄 후보에게 투표” 부산일보 08면 정치

대선주자급 뛰던 PK 총선, 이번엔 ‘약하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총선, ‘지역구 경쟁’ 보다 ‘끼리끼리 경쟁’이 더 무섭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사표강요 의혹 진상조사” 국제신문 05면 정치

단체장 리스크·인물난… 與, 총선 ‘낙동강벨트’ 비상 국제신문 05면 정치

“정쟁 버리고 국민만 생각”… 신인들, 정치신뢰 심기 ‘날갯짓’ 국제신문 06면 기획

막말·의원 옥죄는 당론… 구태정치 낳았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문화

오색창연한 ‘다대포 낙조분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대첩으로 위상 높이고 부산 정신 세울 방안 고민해야”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에서 여자프로농구 새 바람 일으키겠다” 부산일보 19면 스포츠

BISFF 24일 개막 세계 단편영화의 어제·오늘·내일을 본다 국제신문 20면 문화

조선통신사 옛길 한일 함께 걷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오거돈 “북구서 BIFF 개최 검토”… 조직위 당혹·중구 반발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역 전통예술 과거ᆞ미래 이어가야죠 경남매일 08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국내 최대 자유무역지대 성패 ‘24시간 관문공항’에 달렸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관문공항 논란 재점화하나… 24일 검증단 최종보고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경남·울산 70% “접근성 좋아지면 가덕 반대 안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김해 신공항’ 검증 마무리…재검토 촉구할 듯 서울경제 31A면 전국

동남권관문공항 논란 재점화 하나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동남권신공항 논의 불붙나 김 지사 복귀로 탄력 예상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신공항·KTX 등 ‘산적한 현안’ 도정·재판 병행 ‘고단한 여정’ 경남신문 01면 종합

뮤지컬 전용

극장 개관
꿈결 같은 뮤지컬을 만들려, 무대 뒤에 숨어 ‘꿈을 꾸는 사람들’ 경향신문 26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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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도 뮤지컬 전용극장, 서울 갈 일 줄어들겠네 중앙일보 23면 문화

1727석 초대형 뮤지컬 극장 … 부산의 갈증 풀었다 매일경제 35면 문화

“국내 최고 뮤지컬 전용극장 亞 대표 공연 플랫폼 될 것” 서울경제 33면 문화

“지방 관객들 대작 공연 갈증 해소 … 시장 커지는 계기 될 것” 한국경제 32면 문화

청춘희망카 

지원사업

부산 ‘청춘희망카 지원사업’ 본격 시동 서울경제 31B면 전국

전기차 ‘트위지’ 시동 걸고 ‘부산청춘희망카’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 09면 전국

“르노 트위지, 청춘을 응원해요” 부산청춘희망카사업 본격 

시동
헤럴드경제 24면 인물

금정구 쓰레기도 양심도 마구 버려진 ‘서동고개’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두고 郡·상인 마찰 국제신문 16면 경제

북구 구포개시장 폐업 첫 협상부터 난항 부산일보 11면 사회

중구 ‘자갈치 수산명소화’ 건물 완공 또 연기 국제신문 09면 사회

경상남도 김경수, 항소심·도정 꼼꼼히 챙긴다 내일신문 05면 자치

4/23

부산 시정

‘10년 흉물’ 황령산 스키돔, 휴양시설로 바뀐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키즈랜드·감성놀이터·캠핑장 갖춘 숲 속 관광시설 ‘속도’ 부산일보 03면 사회

수분양자 보상, 사업 추진 ‘열쇠’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시, 벡스코 일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추진 부산일보 21면 교통

부산 노동자상 위치 28일 최종 결정 부산일보 10A면 사회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장소 28일 결정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전국 최초 ‘외로움 조례’ 발의 부산일보 08면 정치

통행료 높고 서비스 낮은 ‘민자도로’ 부산일보 01면 종합

주한미군, 부산항서 또 다른 생화학 프로그램 ‘센토’ 진행 파문 부산일보 04면 종합

해사안전감독·관제 강화…선박 고장·해양오염 최소화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선박-해상교량 충돌 대비 매뉴얼 제작 국제신문 06면 기획

신남방정책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부산시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시 “친환경 배달차 빌려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노동절 집회 걱정됐나… 부산 日총영사관 ‘일왕 즉위일’에 

문연다
조선일보 12면 사회

‘부산아이 다가치키움사업’ 키워요 市·저출산고령사회委 

손잡았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경제

작지만 강한 부산 기업 15곳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키운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하늘길 ‘활짝’ 싱가포르 관광객 잡아라 부산일보 21면 교통

지역 스타트업에 날개 달아 줄 액셀러레이터 모집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도시公 상반기 공채 평균 경쟁률 60 대 1 국제신문 15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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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베트남 호찌민에 동남아 대표부 열어 국제신문 18면 경제

채권단, 아시아나에 이번주 자금 지원 국제신문 14면 경제

르노삼성 사장 광폭행보, 노조 동력약화… 분규 변수되나 국제신문 14면 경제

공동어시장 공영화 재추진 ‘가시밭길’ 국제신문 02면 종합

“패션칼라조합 중심으로 서부산권 개발 참여할 것 국제신문 28면 인물

‘원전 해체’도 미래산업… 인력-기술 더 키우자 동아일보 B06면 경제

세계시장 선도할 부산 15社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규제특구’ 발판, 4차산업 선도한다 한국경제 18면 기업

다시 불붙은 부산 ‘해상 케이블카’ 논쟁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 정치

보수진영 너도나도 “조국, 나랑 한판 붙자” 부산일보 08면 정치

노무현 지역구 ‘북강서을’ 조국의 문풍 시작되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총선 앞둔 한국당 권력 대이동 ‘꿈틀’ 부산일보 08면 정치

오 시장, 문희상에 한·아세안회의 대북특사단 파견 요청 국제신문 04면 종합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국제신문 05면 종합

與, 총선 전략공천 최소화… 인물난 PK 적용 ‘딜레마’ 국제신문 05면 종합

김도읍 ‘대립’ 장제원 ‘협력’… 대조적 오거돈 시장 대응법 왜? 국제신문 05면 종합

민선 7기 공약 이행 재정 무려 1000조 서울신문 01면 종합

공약 이행에 경기 84조·서울 62조 필요… 문제는 늘 ‘재정 

확보’
서울신문 05면 정치

“김경수 복귀 환영…협력사업 속도 내자”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산 문화

“단원 지지만큼 좋은 결과 확신…작품 외 다른 데 신경쓰지 

않겠다”
국제신문 22면 문화

부산·대전發 공연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신문 24면 문화

내일부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내일 개막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아동

수당 지급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부산일보 10면 사회

25일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 지급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준다 국민일보 17C면 사회

부산시, 6세 미만 모든 아동수당 지급 경남일보 06면 지역

짐 로저스 

부산대 명예 

박사학위

부산 방문한 짐 로저스 “남북 해빙, 부산에 호재” 부산일보 17면 경제

짐 로저스 “부산, 북한개발은행 유치 땐 유럽까지 파급력” 국제신문 14면 경제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부산대서 명예 박사학위 한국경제 32면 인물

“21세기는 한국·북한·중국 시대… 한국 위상 바뀌게 될 것” 국민일보 27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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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시대 확신… 한일해저터널 중요 프로젝트 될 것” 세계일보 02면 종합

“日, 통일 한국과 경쟁하기 어렵다” 서울경제 35면 인물

부산시 

e스포츠 

집중 지원

‘지스타 도시’ 부산에 게임·역사문화관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이스포츠 세계적 브랜드 주도하겠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e스포츠 메카 추진 부산시, 집중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스포츠 키우는 부산 서면에 경기장 짓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마항쟁 부마항쟁 40주년 상징물·슬로건 공모 대상에 ‘범고래’ 경남신문 05면 사회

강서구

또… 땅 내려앉은 명지신도시 부산일보 01면 종합

4개월 만에 또… 명지국제신도시 도로 꺼지고 물 뒤범벅 부산일보 05면 종합

명지동 신축공사장 앞 도로 침하… 지름 15ｍ·깊이 1.6ｍ 국제신문 10면 사회

기장군
“기장 멸치, 맛보러 오이소” 부산일보 11면 사회

“정부 바우처 기금 기장 복지법인에 매달 상납” 제보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진구 ‘위수탁 잔혹사’ 막을 조례안 ‘2% 부족’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구 단절 위기 ‘구포국수’ 명맥살리기 안간힘 국제신문 10면 사회

사하구 3년째 세월만 낚는 낙동강 하구 선착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구
인공 안개로 공기정화를 부산일보 02면 종합

영도에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 문 연다 국제신문 10A면 사회

해운대구 운봉산 화재, 경작지 소각하다 불 번져 국제신문 10면 사회

4/24

부산 시정

市, 한·아세안 정상회의 ‘스마트시티 페어’ 예산 확보 총력 부산일보 08면 정치

원북원부산 선정도서 선포식 개최 부산일보 02면 종합

이곳 ‘불법 주정차’ 내달부터 강력 단속 주민 신고로 ‘과태료’ 부산일보 01면 종합

‘제2 안인득’ 막을 행정입원, 예산도 조례도 없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제2의 진주 방화사건 없도록 부산, 정신질환자 엄격 관리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안전장비 없이 차도로 보도로 ‘씽씽’ 부산일보 11면 사회

“구·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개설 노력, 친근한 의료단체 될 

것”
부산일보 29면 인물

국회도서관 부산관 내달 17일 ‘첫 삽’ 부산일보 09면 사회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내달 17일 첫 삽 문화일보 15면 전국

장애인 가족과 매달 티타임… 복지사업 머리 맞대 국제신문 21면 노동

부산 16개 구·군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국제신문 21면 노동

버스조합-노조, 주 52시간 시행 협의 평행선 국제신문 08면 사회

‘광안대교 충돌’ 러 선박 선장, 재판서 “음주·도주 안 했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여성들 모성 리더십 길러 사회 껴안아야” 국제신문 26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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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숙원 부산노인회관 건립… 실버정책 총괄할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농지 보전·도심 압축개발 주력했더니… 인구 늘고 도시 젊어져 국제신문 06면 기획

최고 직장도시 시애틀… 집값 문제로 형평개발 눈돌려 국제신문 06면 기획

‘외로움 조례’ 부산시의회 전국 첫 발의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 강제징용노동자상 위치 28일 최종 결정 동아일보 16D면 부산

‘철거 논란’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장소 28일 결정 중앙일보 20C면 영남

10년 역주행…노무현의 균형발전, 도루묵 될 위기 한겨레 01면 종합

지역 인구·생산비중 다시 줄지만…문재인 정부도 대책 없다 한겨레 09면 기획

균형발전 효과, 세수·인재·기업 늘었다 한겨레 09면 기획

“혁신도시 일자리 늘고 쾌적” “주말엔 사람보기 힘들어” 한겨레 08면 기획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를 아세요? 한국일보 12C면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 점검 6개국 고위관료 간담회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市, 아세안 정무·외교 인사 환영 오찬 파이낸셜 30면 인물

“물류·해양 집중해야 세계 1등 도시 된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11년 방치된 황령산 스키돔, 휴양시설로 바뀌나 한국경제 30면 지역

부산 경제

부울경 ‘SW 융합클러스터 2.0 사업’ 선정 부산일보 17면 경제

SW융합생태계 조성 ‘클러스터 2.0’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선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혁신도시에 둥지 트는 기업 급증 부산일보 18면 경제

르노삼성·한진重 정상궤도 오를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싱가포르 노선, 좌석 비운 채 뜬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분양 성수기 봄 왔지만 단지마다 일정 연기 ‘시장 꽁꽁’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국토부 “해운대·동래·수영구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해운대·수영·동래 청약 조정지역 유지 국제신문 13면 경제

르 노 삼 성  트 위 지  ‘ 이 동  커 피 숍 ’  변 신 …  “ 청 년 사 장 님 

지원합니다”
국제신문 18면 자동차

베트남 수출상담회서 ‘부산 화장품’ 80만 달러 계약 국제신문 15면 기업

기술 인증만 120건 “자체 브랜드로 기능성 장화 개발해 불황 

타개”
국제신문 15면 기업

부산항만공사, 동남아대표부 설립 한국일보 12C면 부산

BPA, 동남아 진출 본격화 호치민에 동남아대표부 설립·개소 경남일보 09면 경제

창업지원 ‘단디벤처포럼’, 사단법인 변신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비즈니스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 정치 폐수처리업체 관리 강화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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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정관선 유치’ 재점화 부산일보 08면 정치

‘빨간불’ 켜진 PK 여론, 속 타는 여당 부산일보 08면 정치

‘실세’ 친황? “활약 미미” 부산일보 08면 정치

“市 어시장 공영화 임기응변식” 박극제 반기 부산일보 21면 농수축산

연구소·직업 활용… 사무실 못 내는 원외들의 생존경쟁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세계 미술계의 큰 장터’ 부산에 선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짧지만 긴 여운 느껴 보세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막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좌수영어방놀이’ 공연 부산일보 22면 문화

일상서 만나는 예술의 행복… 부산국제아트페어 열린다 국제신문 23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논란 3년만에 다시 불붙나 조선일보 16면 사회

르노삼성 

부산공장 

정상화

르노삼성 시뇨라 사장 “내수 회복·부산공장 정상화 투 트랙” 국제신문 13면 경제

벼랑끝 르노삼성 정상화 신호 공장 가동중단 일수 5일→3일 매일경제 17면 기업

르노삼성 사장 “공장 정상화에 최선” 내일신문 16면 산업

강서구 명지신도시 주민들 ‘땅꺼짐 공포’ 조마조마 부산일보 10면 사회

금정구 부산시 “침례병원 부지 용도변경 없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무료시식에 다양한 쇼 멸치처럼 ‘고소한 추억’ 국민일보 21면 문화

부산 기장멸치축제 내일부터 4일간 열려 동아일보 16D면 부산

살 통통하게 오른 고소한 ‘봄 멸치’ 맛보러 오이소~ 문화일보 16면 전국

북구 “구포국수 살리자” 북구·의회가 나섰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서구 멈춰 선 ‘만디버스’에 주민·관광객 ‘발 묶여’ 부산일보 10면 사회

수영구 민간위탁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허위 등록·35억 횡령 덜미 국제신문 10면 사회

4/25

부산 시정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자리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 ‘노동자상’ 시민단체에 돌려줬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대답은 ‘스마트 고밀화’ 부산일보 20면 문화

장애인 이동권 확보 토론회 부산일보 11A면 사회

동남권 도시 간 교통량 부산~양산 구간 ‘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공무원 노동자 인정 기뻐” vs “민원인 불편 어쩌라고”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오페라하우스 감사 청구하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구의원에게 출산휴가 없다고? 청원휴가로 ‘땜질 대체’ 부산일보 11면 사회

“미군은 잔말 말고 세균실험실 철거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올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부산일보 11면 사회

“정신건강 검진 시민 접근성 높이자” 무인검진기 속속 도입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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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떠맡긴 정신질환자 관리, 이젠 국가가 나서야 국제신문 08면 사회

치매 걸려도 행복한 삶 ‘디자인’… 근사한 늙음까지 궁리 국제신문 06면 기획

“긍정적 미래 대비 등 6가지 방향 설정…상향식 문제해결 

모색”
국제신문 06면 기획

‘물불’ 안 가리고 생명 구한 소방관 경향신문 23면 인물

부산시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도시 선정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경제

한국·대만 경제협력위원회 내달 28~29일 부산서 개최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경기 호전 기대감 솔솔 ‘제조업’ 바닥 쳤나?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제조업 경기 바닥 찍었나 BSI 7년9개월 만에 호전 전망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제조업 부진탈출 신호… 경기 바닥 찍었나?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금융공기업 지난해보다 좁아진 취업문 부산일보 16면 경제

“르노삼성 노사 갈등에 일부 협력사는 100명 감원” 국제신문 14면 경제

“에어부산 지역기업화” vs “대기업 인수가 바람직” 국제신문 14면 경제

“국내 해운업이 다시 국민경제의 성장동력 되게”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OK일자리’ 1억씩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경남도-부산시 ‘르노삼성 협력업체 지원’ 힘 모은다 경남신문 03면 종합

부산 정치

“선거제 바뀌면 내 자리는?” 계산 바빠진 PK 부산일보 08면 정치

바른미래당發 PK 보수진영 재편 ‘뜨거운 감자’ 부산일보 06면 정치

패스트트랙 지지율 악화 보수대통합 공천 지연 PK 민주당엔 

3대 악재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온 김경수 “부울경 협력사업 박차” 국제신문 03면 종합

지역구 축소… 선거제개편 PK신인엔 더 ‘좁은 문’ 국제신문 05면 종합

시군구 ‘공약 점수’ 최고·최저 2배 격차 서울신문 10면 정치

기초단체 평균 63.72… 226곳 중 49곳만 80점 이상 서울신문 10면 정치

부산 문화 ‘쉽게 읽는 부산역사서’ 올해 12월 발간 예정 부산일보 20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공항 확장안’ 최종 거부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토부 김해 확장안, 법률 어기며 공항 기능 왜곡한 엉터리” 부산일보 03면 종합

총리실 이관 확정 땐 관문공항 정책판정위 설치 논의 ‘급물살’ 부산일보 03면 종합

“총리실에 김해신공항 판정위 설치를” 국제신문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될 수 없다” 백지화에 쐐기 국제신문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부적합” 경향신문 13면 사회

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적합” 국민일보 15면 사회

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동아일보 14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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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될 수 없다” 서울신문 09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은 부적절” 총리실 “조정안 마련” 조선일보 01면 종합

베일속 부·울·경 검증단, 외국 전문가 불러 확정한 ‘신공항’ 조선일보 06면 종합

노무현때 논의 시작, MB는 추진 후 백지화, 박근혜 시절 ‘김해 

신공항’ 결정
조선일보 06면 종합

한국 “정치적 번복 안돼” 민주 “총리실 추진 환영” 조선일보 06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 불가” 총리실에 최종 판정 요청 한겨레 12면 전국

부산·울산·경남, 총리실에 정책 조정 요청 한국일보 12면 사회

“김해신공항 확장성 부족… 백지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김해공항 확장 정책, 안전·소음 등 주요 항목 왜곡”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국토부 “김해신공항 안전·소음 문제 없다”… 검증단 주장 반박 리더스경제 13면 사회

與단체장들 “김해신공항 불가” 매일경제 08면 정치

국토부-부울경 ‘신공항 검증’ 정면충돌 서울경제 29면 사회

“김해신공항 부적절” … 국토부와 충돌 예고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 불가”…3년 만에 동남권 관문공항 논란 

재점화
한국경제 29면 사회

김해신공항 검증 놓고 부·울·경-국토부 충돌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검증단 “김해신공항 이대론 관문공항 못 된다”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국무총리실서 검증해달라” 경부울 단체장 건의문 채택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경부울-국토부 검증결과 놓고 공방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김해시 정부 건설안 전면 백지화 요구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검증단 “김해는 관문공항 안된다” 국토부 “검증 잘못됐다” 

즉각 반박
경남매일 01면 종합

“국토부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 불가피” 경남매일 03면 종합

“5개 시도 합의 없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동의 못 해” 경남매일 03면 종합

‘신공항 갈등’ 다시 불붙나 경남신문 01/02면 종합

“정부에 김해신공항 백지화·정책 변경 요구”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해야” 경남일보 01면 종합

국토부 “김해신공항 안전·소음 문제 없다”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산 재창업 

기업 지원

부산 “창업 재도전 응원해요”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실패→재도전 ‘선순환’ 부산 재창업 20곳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재창업자에 투자유치·판촉 지원” 파이낸셜 08면 부산

기장군 기장군 “기장~장안 송전선로 지중화를”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하구 ‘부네치아’ 장림포구, 부산 강소형 관광지로 키운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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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부산 연제구 등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선정 한국경제 28A면 지역

4/26

부산 시정

부산시민공원 운영 ‘시민 참여의 길’ 열릴까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민 없는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문 열고 다양성 채우자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불꽃축제 명당 먼저 ‘찜’ 하세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불꽃축제 유료티켓 내달 28일부터 판매 시작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광안대교 복구 마무리, 내달 1일부터 정상 통행할 듯 부산일보 10면 사회

광안대교 파손 부위 복구공사 마무리 단계 국제신문 11면 사회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국제신문 10면 사회

“아프리카서 도시재생 배우러 왔어요” 국제신문 09면 사회

현수막 하나에 … 때 아닌 중·동구 통합설 국제신문 10면 사회

예산·조직 축소… 부산시, 과학 육성의지 ‘실종’ 국제신문 18면 IT

도시철도 개통 34주년… 전담본부 신설로 안전사고 제로 도전 국제신문 B01면 기업

부산 전역 ‘안전속도 5030’ 하반기 시행… 보행자 우선 도시 

도약
국제신문 B02면 기업

안전 부서 승격하고 사고 매뉴얼 재정비… 시민 불안 막는다 국제신문 B07면 기업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회… 동남아 관광객 年 100만 유치 나서 국제신문 B08면 기업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지구 조합, 자문위 최종안에 반발 국제신문 14면 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출범… 초대 회장에 손종현 국민일보 28면 인물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좌초 위기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시, 日 관광객 모시기 총력 파이낸셜 04면 부산

“장애인교통수단 ‘두리발’ 불편 없습니까” 경남일보 10면 인물

부산 경제

부산 창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부스터’로 헤쳐모여 부산일보 18면 경제

창업 관련 행사 한데 모으고 민간 주도 행사 규모 키우고 국제신문 14면 경제

제3 전시장 확충 본격화… 지역 마이스업계와 상생협력 구축 국제신문 B04면 기업

“부산 금련산에 80조원대 구리 매장 추정” 국민일보 14B면 사회

고용부, 지역·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서울신문 16면 정책

노동부 “일자리 문제, 지역 스스로 해결한다” 아시아투데이 08면 사회

부산 창업 네트워킹 ‘부스터’ 행사 성료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예비사회적 기업 10개사 부산시, 우선구매 등 지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서 영토 넓히는 공유사무실 기업 위워크 한국경제 29A면 지역

부산 정치
1월말 ‘선전’, 4월말 설전 부산일보 05면 정치

‘원전해체연구소’ 실리 챙기기 나선 與 부산일보 05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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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어온 추경안… 패스트트랙 여파 지역은 ‘혼란’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문화

‘원아시아페스티벌’ 서부산행 ‘기대반 걱정반’ 부산일보 10면 사회

배산성 축조 연대 1세기 앞당겨지나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 ‘배산성’은 5~6세기 신라 성곽 한국일보 16C면 부산

걷기 좋게 연결한 절경 해안로… 즐길거리 더 많아진 

‘오시리아’
국제신문 B01면 기업

1500년 이야기 보따리 구석구석서 만나는 짧은 산책 국제신문 06면 기획

산등성이 쑥 많다고 ‘숙등’ 만덕사지 있다고 ‘만덕’… 지명 

유래설 분분
국제신문 06면 기획

노후달동네가 관광지로… 부산 ‘감천문화마을축제’ 문화일보 15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조기 이관이 관문공항 갈등 해법” 부산일보 03면 종합

관문공항 입지, 가덕도 전면 부상 국제신문 01면 종합

항공정책 인천공항 일극체제 고수·비수도권 외면 확인 국제신문 03면 정치

총리실 “당장 신공항 조직 계획 없다” 국제신문 03면 정치

김해신공항 뒤집은 부·울·경 검증단 “멤버 공개 못한다” 조선일보 14면 사회

변광용 거제시장 “동남권 신공항 지지” 경남도민신문 07면 지역

대구·경북 “김해신공항 백지화 동의 못해” 경남신문 03면 종합

신공항 논쟁, 총리실서 최종 판단 내릴까 경남신문 03면 종합

금정구 금정구에 부산 2호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원전해체연구소 정문·대표주소 기장군으로 결정해야” 국제신문 05면 정치

북구 주택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 조성에 주민 반발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SNS만 핫했나?” 부네치아, 현실은 ‘찬바람’ 부산일보 11면 사회

“감천문화마을 감내아랫길 거리도 보러오세요” 국제신문 11면 사회

서구 서구 아미동, UN 지원 받아 안전친화지역 변신한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우리 동네를 좀 더 쾌적하게” … 해운대 주민들 팔 걷었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4/29

부산 시정

장산역~동부산관광단지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부산선’ 

재추진
부산일보 01면

“포털 지역신문 차별 철폐” 전방위 투쟁 부산일보 02면

“포털, 지역을 디지털 황무지로 만들어” 국제신문 02면

‘일손 없다고 두 손 놓은’ 부산시 ‘환경 행정’ 부산일보 10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지역 선발 부산일보 17면

부산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체험단, 교통비 최대 30% 절감 국제신문 16면

SNS 친구로 소통… 우리동네 시의원 활용해 보세요 국제신문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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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안가·공원 ‘노지캠핑장’ 소음·쓰레기로 몸살 국제신문 09면

부산 경제

지역 금융·수산업계 숙원 ‘수협은행 본사 부산행’ 이번엔 

실현될까
부산일보 05면

“금련산에 80조 원 상당 구리가?” 매장설 보도에 관련주 폭등 부산일보 06면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적극지지” 부산일보 11면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필수” 국제신문 02면

부산시, 2800억 원 투입해 ‘똑똑한 제조업’ 육성한다 부산일보 17면

르노삼성차, 29일부터 프리미엄 휴가… 협상은 5월로 넘어가 부산일보 17면

“‘급유선 1척당 외항선 1척’ 1:1 연료 공급 규제 풀어야” 부산일보 18면

불법 조장 ‘깜깜이 조합장 선거’ 사라질까 부산일보 18면

부산 해양관광 ‘하나로패스’ 하나로 다 된다 부산일보 18면

부산시, 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1800곳으로 늘린다 국제신문 16면

신세계센텀시티 ‘프리미엄 가전매장’ 오픈 국제신문 16면

부산 시공능력 1위 건설사… 베트남서 ‘아파트 한류’ 도전 국제신문 18면

부산 정치

‘패스트트랙’ 주초 재시도… 극한 대치 예고 부산일보 01면

패스트트랙 4법 ‘전자 발의’ 논란 부산일보 08면

부·울·경 ‘전통 텃밭’ 내년 총선 이상 기류 부산일보 08면

법원, 침례병원 4차 경매 일정 연기 시민단체 ‘공공병원화’ 

촉구
부산일보 10면

침례병원 매각가 반토막에 4차 경매일 연기 국제신문 02면

‘난장판 국회’ 장외 여론전 헌신짝 된 부산 여야 ‘협치’ 국제신문 04면

부산·ᅟᅵᆼ가포르서 12개국 연합해상훈련 국제신문 08면

부산 문화

부산서예전람회 출품작 모두 불탔다 부산일보 02면

200년 전 모습 그대로… 조선통신사선 부산 앞바다에 뜬다 국제신문 20면

동래화가 변박의 300일 통신사 여정, 무용극으로 재현 국제신문 20면

‘올해는 가족극’ 부산 맥 오프 페스티벌 개막 국제신문 20면

형제복지원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 실태 파헤친다 부산일보 02면

강서구 대학병원 “에코델타시티 선점하자” 국제신문 01면

부산진구 부전동 고시텔 3층서 ‘불’ 1명 부상·수십 명 대피 부산일보 11면

사하구
시내버스 급정거에 마을버스 ‘쾅’ 부산일보 11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추돌… 승객 14명 부상 국제신문 10면

연제구 ‘환경미화원 산안법 적용’ 두고 구청 vs 노동청 법정서 붙는다 부산일보 11면

해운대구
“누군가 날 감시하는 것 같다” 집 안서 CCTV 찾던 40대 

추락사
부산일보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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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날 감시” 40대 남성 아파트 외벽 살펴보다 추락사 국제신문 08면

해운대 산책로·둘레길 급한 ‘볼일’ 땐 난감하네 국제신문 10면

4/30

부산 시정

‘APEC 선원네트워크’ 부산 유치 확정 부산일보 08면 종합

모델인 줄 알았죠? 부산관광공사 직원이에요 부산일보 21면 교통

시민공원 주변 개발 ‘공공성 갈등’ 격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공공의 가치’에 방점 둔 자문위… 조합은 행정소송 예고 부산일보 03면 종합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 본격화에 민선 7기 수차례 ‘제동’ 부산일보 03면 종합

시민공원 주변 초고층 재개발 ‘제동’ 국제신문 01면 종합

3구역 60층→ 45층 이하로 권고 … 조합 “재산권 침해” 반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경남만 쏙 빠진 낙동강 물 문제 MOU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경수 도정 공백에 부산·경남만 피해 ‘고스란히’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실상 불가능 부산일보 02면 종합

러시아 화물선에 부딪힌 광안대교 통행 전면 재개 국제신문 08면 사회

광안대교 49호광장 진입램프 전면통행 재개 경남일보 06면 지역

버스 ‘주52시간’ 협상 결렬 내달 15일 파업대란 오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오늘 부산서 ‘공공기술 이전 상담회’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경제

4091세대 행복주택 추진, 주거난 해결 통해 ‘시민 미래’ 짓는다 부산일보 36면 건설

‘항공정책 미래 디자인’ 3차 기본계획 수립 착수 부산일보 17면 경제

“이 자격증으로 뭐할까?” AI가 일자리 골라 드려요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6.11% 하락… 부울경 내림세 뚜렷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6.11% 울산·경남도 하락… 전국은 

5.2%↑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시·해수청·BPA, 해양산업 활성화 네트워크 출범 국제신문 15면 경제

은행들, 지자체 금고유치전 年 1500억씩 펑펑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스마트시티 용도규제 없앤다 매일경제 28면 부동산

부산시 ‘제조혁신’ 시동 … 스마트공장 1000개 더 늘린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 정치

부산-경남 제2신항 협약식 “명칭이 관건” 부산일보 08A면 종합

“제2신항 창원 진해 유치 내달 중에는 결론 낼 것”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제2신항 협약’ 이번에도 창원 패싱 경남일보 05면 사회

한국당 ‘지역민심 잡자’ 부산서 대규모 집회 부산일보 05면 정치

민주 “국회선진화법 주역이 폭력 주역” vs 한국 “적반하장” 부산일보 05면 정치

‘국회 상시대기’ PK 의원들 패스트트랙 놓고 대격돌 부산일보 05면 정치

민주당 부산시당 노동위원회 발족 국제신문 05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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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부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실상 불가능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변변한 화장실이 없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콘텐츠마켓 내달 8∼11일 벡스코서 열려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만의 콘텐츠 수출판로 넓힌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해운대 앞바다에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 들어서나 동아일보 16D면 부산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경제’ 저변 넓히기 市, 맞춤형 4개 강좌 개설 부산일보 18A면 경제

부산, 사회적경제 저변 넓히기… 뿌리부터 ‘착착’ 한국일보 14C면 부산

“사회적경제 저변 넓히자” 교육 강화 나선 부산시 서울경제 33C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3+3 판정위’ 총리에 제안한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김 지사 “신공항 문제 가닥 잡아야” 의미는? 경남신문 03면 종합

강서구 쓰레기 대책 없이 멈춘 명지소각장 국제신문 10면 사회

남구 남구 주택가에 공영 주차장 5곳 생긴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래구 온천천 인공 폭포, 유리섬유 날림 우려 국제신문 09면 사회

서구 서구 ‘무료’ 승마체험 추진 동물단체 “동물 학대” 반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연제구 국방부·부산 연제구 ‘재난관리’ 빛났다 서울경제 33면 전국

영도구
‘영도할매’ 전설,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할매 설화’ 애니메이션 나온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해운대구 준고속철 도입·도시철도 연장 해운대 교통문제 철도로 푼다 국제신문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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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산 시정

정부, 부산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본격 착수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원예시험장 개발 정부 “1조5000억 효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3년 반 만에 ‘동물과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 첫걸음 부산일보 21면 라이프

市, 구·군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첫 부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의회 ‘보수제한 조례’ 또 원안 가결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공공기관 임원 급여 상한 규정’ 압도적 표차 재가결 국제신문 04면 정치

‘주 52시간 근무제’ 협상 난항, 부산 시내버스 제동 걸리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대형사고 뇌관 우려 부산일보 02면 종합

‘도로 위 지뢰’ 포트홀, 부산서 잇단 발생 국제신문 08면 사회

노동자상 합의 물거품, 다시 원점 부산일보 11면 사회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장소 결정 다시 원점으로 국제신문 08면 사회

위생 불량! 양심 불량! 배달 야식업소 13곳 적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공, 에코델타 ‘혁신성장구역’ 지정 추진 국제신문 13면 경제

새마을운동 제창 49주년 기념식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문활동가과정 특강 국제신문 17면 노동

“육아법 배우는 ‘100인의 아빠단’ 재수 끝에 붙었죠” 국제신문 23면 인물

WHO ‘고령 친화도시’… 노인 배려한 큰 글자·벤치는 일상 국제신문 06면 기획

“높은 노인 비율 나쁜 것 아냐”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항을 수소에너지 공급허브로” 매일경제 01면 종합

“수소 저장·운송 프로젝트, 부산이 선도를” 매일경제 12면 기획

오거돈 시장 “수소차·버스 보급 늘릴 것” 매일경제 12면 기획

“원전업체 고사직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달라” 매일경제 12면 기획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경제

부산항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3.9% 증가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개별주택 공시가격 6.09% ↑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주택 인허가 9년 내 ‘최저’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공공기관 직원 1년새 2300명↑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 조정해제지역 ‘쏠림현상’ 국제신문 02면 종합

국세 넘치는데 부산 지방세수 ‘펑크’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매력’ 해양관광 활성화 가속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2019년 시정일지

196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3월 부산지역 자동차 생산·출하 큰폭 감소 국제신문 10면 경제

부산 정치

패스트트랙 출발… PK 총선지형 출렁 부산일보 01면 종합

패스트트랙 후폭풍… 살벌한 입법전쟁 돌입 국제신문 01면 종합

지역주의 해소 기여 vs 지역 목소리 위축 ‘날 선 논쟁’ 부산일보 03면 정치

PK 여성정치인들 “실패 답습 NO” 각오 부산일보 05면 정치

“서울에만 중앙당 정당법은 위헌” 부산일보 05면 정치

“네이버 지역뉴스 홀대로 지역민 정보소외 가속화” 국제신문 01면 종합

“네이버, 지역언론 배려하는 전향적 태도 필요”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문화

한·일 관계 녹여 냈던 통신사의 ‘귀환’ 부산일보 19면 문화

국제경쟁 부문 애니메이션 ‘전조’ 한국경쟁 부문 ‘관찰과…’ 

최우수
국제신문 18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吳 “동남권 관문공항 총리실 논의 이낙연 총리 조기 종결 약속” 부산일보 01면 종합

靑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관건은 공정성”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하나”… 포털, 서울언론 논조 우선 배치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 오류 소모전 멈추고 건설 

서둘러야”
세계일보 13A면 전국

“신공항 검증단， 오류ᆞ거짓투성이” 경남매일 03면 종합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경부울 검증단 발표 오류투성이” 경남신문 03면 종합

이낙연 “신공항 정치적 오해 없어야”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울경 신공항 검증단, 오류·거짓투성이” 경남일보 03면 종합

화장품뷰티 

사업 육성

부산 미래 ‘화장품뷰티’서 찾는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해외서 잘나가는 ‘부산 화장품’… 민관 투트랙 육성 나섰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뷰티산업 본격 육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미래산업은 ‘화장품·뷰티’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마항쟁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7개월간 60만 명 서명 참여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60만명 서명 경남신문 02면 종합

강서구
강서 ‘테마파크형 복합 유통센터’ 토지개발 거친 뒤 2025년 

마무리
국제신문 02면 종합

금정구 금정구 스포원, 문체부 국민체력인증센터 선정 파이낸셜 04면 부산

기장군 주차몸살 ‘아홉산 숲’ 개방 3년 만에 폐쇄 위기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달맞이 명소’ 송정 죽도공원 암벽 곳곳 균열·붕괴 위험 국제신문 08면 사회

5/2

부산 시정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관계 기관 일괄 합의 임박 부산일보 04면 종합

“엄마·아빠, 어린이날엔 소방관 돼 볼래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제2 광안대교 충돌’ 막는 법안 발의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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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국외출장’ 기준 강화했지만… 여론 ‘냉랭’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심사 강화 국제신문 04면 정치

올해 A형 간염 부산 91건 신고 부산일보 05면 종합

A형 간염 비상인데… 보건소 절반 접종 안해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정신 응급 대응 협의체’ 구성 공조체계 강화한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첨단디지털 치의학산업 육성 박차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버스사업조합 ‘격주 5일제’ 제시 국제신문 09면 사회

“시의회, 더 이상 노동자상 설치 중재·개입 말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첫발 뗀 생활 속 치매 돌봄… 경로당 등 인프라 활용해야 국제신문 05면 기획

“치매 코디네이터 등 부산형 대책 수립을” 국제신문 05면 기획

어린이날 ‘부산 렛츠런파크’ 무료 야외인형극·매직쇼·플리마켓 

운영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부산 경제

국토부 산하 공기업,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 ‘번번이 제동’ 부산일보 03면 종합

서울은 안정세, 지방은 하락세 아파트 중위價 6억 가까이 

벌어져
부산일보 18면 부동산

부산시, 친환경차 부품기업에 15억 투입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작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시, 친환경 어업 장비 보급사업 서울경제 32B면 전국

치과의사 많은 부산, 치의학 위해 뭉쳤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중기, 인도·아세안 TV홈쇼핑 진출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부산 민주 ‘시스템 의정’으로 효율성 ‘업’ 부산일보 08면 정치

이진복, 원내대표로 PK 총선 지휘할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부 지방재정 확충 ‘조삼모사’ 부산일보 01면 종합

패스트트랙 정국에 발목 잡힌 추경… 지자체 ‘발 동동’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영춘 “선거법만은 한국당과 합의해야, 강행처리 안돼” 조선일보 05면 정치

부산 문화

동래 화가 변박의 ‘유마도’ 국악 무용극으로 재탄생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스러운 문화’ 특강으로 만나요 부산일보 20면 문화

8일부터 ‘부산콘텐츠마켓 2019’ 지역 기업 공동관 ‘부산존’ 

신설
국제신문 24면 문화

귀 옆에서 포효하듯 ‘생생’ “뮤지컬의 ‘킹’ 보러오이소” 머니투데이 18면 문화

조현병 살인 

발생

부산서도 ‘조현병 살인’… 50대, 자신 돌봐준 친누나 살해 부산일보 10면 사회

친누나 살해범도 체계적 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또 조현병 참극… 친누나 잔혹 살해 후 “누나는 자고 있어요” 국제신문 08면 사회

조현병 50대, 자신 돌봐준 친누나 살해 서울신문 12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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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부산서… ‘조현병’ 50대 男, 친누나 살해 세계일보 11면 사회

돌봐주러 온 누이를… 또 조현병환자 비극 매일경제 26면 사회

부마항쟁

“10월 16일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결의안 국회 발의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국내외 시민 60만 명 한뜻
경남도민일보 04면 

사회

북구 금곡동 주민 “정신질환자 합숙시설 어떻게든 막을 것” 국제신문 08면 사회

연제구 전국 첫 공공 만화도서관, 부산 연제구에 들어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5/3

부산 시정

市, 건물 높이 ‘강제 제한’ 기준 세운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뛰놀 곳 잃고 제대로 못 먹고, ‘어른들 사정’에 멍드는 동심 부산일보 02면 종합

골칫거리 만난 북항 오페라하우스 1부두 존치에 공사장 흙 갈 

곳 잃어
부산일보 10면 사회

“우리 아들 같은 ‘숨은 환자’ 가족이 떠맡는 건 위험한 

외줄타기”
부산일보 03면 종합

정신질환자 관리 어떻게 해야하나 국제신문 09면 사회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 부산 공조체계 만든다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대리 운전기사 근로자냐 아니냐… 업무 지시 여부가 관건 국제신문 02면 종합

조현병 환자 치료시설 필요한데… 주민들 “내 집 앞엔 안돼” 국민일보 17면 사회

부산, 재창업 기업 지원 나선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제2신항 건설사업 오늘 업무협약으로 재시동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오거돈 시장, 시청 취업연수생과 오찬 간담회 경남매일 13면 인물

부산 경제

‘블록체인’ 확대로 부두 간 환적 효율 높인다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市, ‘친환경 어선 장비’ 설치 지원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에어부산 마침내 인천공항 진출… 中 3개 노선 확보 부산일보 18면 경제

에어부산, 인천 하늘 진출 中 선전·청두·닝보행 확보 국제신문 02면 종합

실크에어 ‘부산~싱가포르 노선’ 첫 취항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싱가포르 하늘길 열렸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IoT 업체 74% 수도권 집중… 동남권 7% 불과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울산, 국내 원전해체 산업 ‘리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정치

해양자치권, 어디까지 넘겨줄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거리로 나온 한국당, 부산서 ‘文심판’ 집회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 부산시당 “한국당, 선동 그만하고 엄중한 민심 바로 

읽어라”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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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남도, 오늘 제2 신항 상생 협약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패스트트랙 지정… 與, PK 민심잡기엔 득보다 실? 국제신문 04면 정치

집단삭발·전국순회 집회 투쟁 수위 올리는 한국당 국제신문 04면 정치

창원(진해) 신항이냐 부산신항이냐 경남매일 01면 종합

진해 제덕만, 제2신항 입지로 최종 확정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산 문화

지역 민·관, 동네서점 활성화 머리 맞댔어요 국제신문 22면 문화

놀이동산·마술쇼… “얘들아 놀자” 경향신문 12면 전국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 행사 풍성 동아일보 18D면 부산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검증안 놓고 부산시-국토부 정면 충돌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강행 수순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토부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세계일보 08면 사회

부마항쟁

“부마항쟁은 자랑스러운 역사, 국가기념일 지정돼야”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60만 명 서명지 공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경남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공식 건의 국민일보 19B면 사회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하라”
경남도민일보 04면 

종합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경남매일 01면 종합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60만 서명지 전달한다 경남신문 05면 사회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결의안 발의 경남신문 04면 종합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추진위 촉구대회 경남일보 02면 종합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에 ‘철새먹이터’ 만든다 국제신문 10A면 사회

마을 전체가 옛 군사요새… 일제 강점기 아픔 오롯이 간직 국제신문 06면 기획

‘시간·기다림과의 싸움’ 가덕도 전통 숭어잡이 150년 어로 

역사 자랑
국제신문 06면 기획

금정구 금정구, 서동고개 무단 투기 막으려 ‘쓰레기 미수거’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래구
‘동래역 행복주택’ 안에 작은도서관·복지관 들어선다 부산일보 18A면 경제

‘동래 행복주택’ 내 어린이집 부산도시公, 무상 임대 제공 국제신문 14면 경제

북구 북구, 인구 감소 직격탄에 조직개편 ‘고육지책’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상구 사상구·의회, 버스승강장 발열 의자 설치 갈등 국제신문 10면 사회

연제구
정규직 전환 갈등 연제구청 근로자 공무직 복직된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에 전국 첫 ‘만화도서관’ … “웹툰 도시로 육성” 한국경제 29A면 지역

해운대구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소각장 보수작업, 폐기물 반입 조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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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해운대 609’ 범죄·사고 위험 노출 국제신문 10면 사회

심야 해운대 상수도관 누수로 도로 물바다 국제신문 08A면 사회

5/6

부산 시정

부산항 제2신항 건설 본격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도심 재개발 초기부터 ‘공공성’ 적용하라”… 현장 혼란 예고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건물 높이 강제 제한 환영”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시 총괄건축가 제도 빨리 안착 방안 찾아야” 부산일보 16면 문화

“청소년 자살, 개인 문제 아니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승학터널 과도한 통행료 안 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승학터널 계획 확정… 부산에 ‘1800원’ 유료도로 또 생기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부산, 광역시 최초 인증 국제신문 01면 종합

A형 간염 접종 부산전역 확대… “감염병 매뉴얼 개선 절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고교 무상급식 예산 급증에 구·군 ‘조례 대수술’ 국제신문 07면 사회

“부산, 아이들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다이내믹 부산’ 월간 전환 콘텐츠 강화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공멸 막자” 2023년까지 어선 3% 줄인다
부산일보 14면 

농수축산

‘부산표 화장품’ 롯데百 입성… 입소문 타면 해외서도 뜬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말 많던 LNG 벙커링 입지 신항 ‘남컨’ 인근 결정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정치

‘공동 운명체’ 부산·경남, 상생 협력·공존 번영 길 열었다 부산일보 04면 사회

지자체 “새로운 독립적 법안 필요” vs 해수부 “기존법 지키면 

불필요”
부산일보 04면 사회

국회·부산시·국방부, 부산항 8부두 현장 검증 손잡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닷새 만에 ‘또’ 부산 방문 PK 민심 공들이는 황교안 부산일보 08면 정치

황교안, 민심대장정 부산서 시작… PK 공들이기 국제신문 04면 정치

패스트트랙 정국 맞은 PK 여야 성적표는?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PK 당협위원장, 패스트트랙 투쟁 주도 국제신문 04면 정치

‘패스트트랙’ PK 여야 15명 고발… 내년 총선판 흔드나 국제신문 04면 정치

與지도부 ‘조국 부산출마’ 군불때기… 지역 정가 셈법 복잡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매일 어린이날이었으면…” 부산일보 01면 종합

신나게 웃고 떠들며 보낸 하루 “어린이날은 우리가 주인공” 부산일보 02면 종합

1년 내내 어린이날처럼 즐겁기를 국제신문 01면 종합

초록빛 거대한 ‘키즈카페’ 5만여 가족 웃음꽃 피었네 국제신문 12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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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도면 24번 수정… 208년 전 ‘사행선’ 완벽 재현 부산일보 16면 문화

상상력 통해 재창조한 통신사… “부산 예술의 성취” 부산일보 16면 문화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인천공항 허브화만 ‘올인’ 동남권 관문공항은 ‘외면’ 부산일보 01면 종합

“가덕도 신공항, 지역공항 전락할 것” 국민일보 13A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동부산선 기존 계획 변경말라” 국제신문 06면 사회

동구 산복도로 첫 재개발 아파트 3전4기 끝 심의 통과 국제신문 15면 경제

사상구 사상 ‘백양낙조전망대’ 전시행정 전시관?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구 불법 주정차 택시가 점령한 영도 관문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 신축 아파트 ‘통학 안전권’ 갈등 국제신문 07면 사회

5/7

부산 시정

#부산을 검색하게 하라, SNS 홍보전 후끈 부산일보 21면 교통

부산시, 해양자치권 확보 팔 걷었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장애인 콜택시 전국 1400여 대 늘어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서 전국 ‘첫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발의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구-사상구 걸친 아파트 경계구역 조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2개동 걸친 아파트 건립에… 북·사상구 구역 재조정 국제신문 08면 사회

제소 위기 ‘살찐 고양이 조례’ 법안 원조 정의당 ‘지원 사격’ 부산일보 08면 정치

지역 기업 목소리 귀 막은 정부 정책 부산일보 01면 종합

“매년 늘어가는 해양쓰레기… 市, 적극적인 단속 필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돌파구는 에코델타시티… 미래 의료산업 대학병원이 선도” 부산일보 28면 인물

조현병, 편견·방치가 괴물로 키운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예고 없이 찾아온 조현병, 진단 받던 날부터 고립 시작됐다” 부산일보 04면 기획

조현병 환자 대책 마련 중… 또 흉기로 택시기사 위협 국민일보 16A면 사회

정신재활시설 수 부산·울산·경남 ‘전국 꼴찌’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양산시 생활하수 상생 행정… 행안부 표창 국제신문 11면 지역

시, 빈집 재생사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국제신문 10면 사회

꼼수 단체관광·쓰레기 투척… 원도심 마을 주민 ‘몸살’ 국제신문 09면 사회

“에코델타 제3 병원 추진… 최고 의료서비스로 환자 역외유출 

막을 것”
국제신문 25면 건강

“배려·협력 배우는 합창… 아이들 성장 밑거름 되길” 국제신문 28면 인물

폐수업체 밀집·관련법 ‘구멍’… 제2 황화수소 누출 무방비 국제신문 06면 기획

폐수처리업체 난립 막는 허가제 전환 시급 국제신문 06면 기획

남산 127배 ‘도시의 허파’ 사라진다 경향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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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80%, 범어·태화 공원 일몰 “이젠 마음껏 숨쉴 곳조차 

빼앗긴다”
경향신문 03면 기획

임금 깎는 주52시간 전국 버스 고? 스톱? 서울신문 01면 종합

주52시간 앞둔 버스… 勞 “인력 충원·임금 보전” 使 “요금 

인상”
서울신문 03면 종합

지방 광역단체장들, 건설사에 ‘SOS’ 조선일보 01면 종합

울산시장 “서울 건설사에 읍소하는 심정으로 편지 썼다” 조선일보 02면 종합

맞춤형 건강 정보·로봇 재활시대 열린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홍보대사’에 강다니엘·이대호·배정남 등 선호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항만공사→부산경남항만공사 재편 목표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부산 경제

‘한류 대표 시장’ 부산콘텐츠마켓 문 연다 부산일보 25면 문화

전통시장·낙후 상권 살리기 중기부 올해 2130억 푼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국경 넘는 글로벌시장 변모, 국제경쟁력 높이기 숙제 부산일보 19면 금융

부산 도자기, 부산 관광의 ‘킬러 콘텐츠’ 될 수 있을까? 부산일보 21면 교통

부산 오늘 ‘도자기와 관광활성화’ 포럼 서울경제 32B면 전국

새만금 급부상… 부산 ‘데이터센터 허브’ 비상등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시, 아세안 국가 하늘길 더 넓힌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국제시장 등 전국 상권 286곳에 정부지원금 2130억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 수속 편의성 높인다 국제신문 18면 경제

부산면세점 험난했던 1년… 온·오프라인 자구책 박차 국제신문 14면 경제

“어촌정책, 어업 외 사업체 유치 힘써야” 국제신문 18면 경제

부산 화장품 공동생산시설 11월 가동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화장품 14개社,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입점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화장품 14개사, 롯데百 공동 입점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 정치

총선 공천모드 여야 “’정치신인” vs 현역의원’ 황금비율 

찾아라”
부산일보 08면 정치

고발, 삭발, 국민청원 대상… 패스트트랙 대치 최전선 된 PK 부산일보 08면 정치

문 대통령 “신 한반도 체제 땐 부산~베를린 철도로 오갈 것”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울경 보수층 지지 복원한 황교안, 중도층도 잡을까 국제신문 05면 정치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에 정치 유튜버, 때아닌 특수 국제신문 04면 정치

“선발투수예고제로 깜깜이 선거 막자”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문화

‘뉴스타즈’ 부산국제광고제를 빛내 줘~ 부산일보 25면 문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선임… ‘갈등 불씨’ 여전 부산일보 25면 문화

우아한 작품, 충격적 비밀 국제신문 22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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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에 김정수 국제신문 22면 문화

내달 아시아드 주경기장서 한-호주 축구 평가전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서 국대 손흥민 활약 만날까 경남일보 17면 스포츠

부산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 34개국 100명 참가… 

12일까지
경남매일 11면 스포츠

부산시장 

관사 개방

오거돈 시장 관사 ‘숲속도서관’ 운영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관사, 본관 외 모든 공간 전면 개방 국제신문 02면 종합

‘호화 논란’ 부산시장 관사, 2층 제외 전면 개방 경향신문 14면 전국

어린이 운동회·국제 외교 행사… 부산시장 관사는 ‘열린 

행사장’ 
한국일보 16면 전국

부산시장 관사,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 파이낸셜 04면 부산

제2신항 

입지 

진해 확정

“제2신항 진해쪽 건설 합의… 항만공사법 제정”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항 제2신항 창원 진해에 입지 확정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창원신항’ 또는 ‘진해신항’으로 가닥
경남도민일보 03면 

종합

‘진해 제2신항’ 7월 기본계획 나온다 경남신문 03면 종합

경남-부산 ‘부산항 상생협약’ 체결 경남일보 03면 종합

제2신항 진해 건설·지역명 사용 합의 경남일보 03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현 공항 확장” vs “새 공항 건설”… 정부·지자체·주민 갈등 

재연 
세계일보 10면 사회

“투명하고 공개적 토론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세계일보 10면 사회

부마항쟁 ‘부마항쟁 가혹행위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기각 경남신문 06면 사회

강서구 생곡매립장 일대 주민,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주 추진 부산일보 02면 종합

금정구
범어사 “입장료 다시 징수” 논란 국제신문 01면 종합

‘주민 계몽’한다며 … 금정구 “서동고개 쓰레기 안 치우겠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기장군 마을 직격한 골프장 야간 조명 기장군의회·시의회 팔 걷었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남구 남구도 불법광고물에 ‘폭탄전화’ 돌린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정신질환자 시설 반대” 금곡주민 원정집회 예고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실제 주행 가능 차로 1개”… 다대포해수욕장 만성 주차난 국제신문 10면 사회

수영구
F1963~망미초등 150ｍ 담장 개선 ‘명품보행길’로 국제신문 01면 종합

폭 4ｍ 으슥한 시멘트 담장길, 숲속 걷는 듯한 통학로 변신 국제신문 03면 종합

중구 빚 대물림 막는 길 부산 중구서 열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5/8
부산 시정

저출산 쇼크, 도시 학교도 사라진다 부산일보 01면 

“학교 통폐합 절차·폐교 부지활용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부산일보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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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또 신도시… 더 무너지는 지역균형 부산일보 01면 

난임 시술비 ‘소득 무관’ 최대 500만 원 부산일보 02면

부산시, 소득 상관없이 최대 10회 난임 시술비 지원 국제신문 02면

검찰, 이근택 전 항운노조 위원장 기소 부산일보 10면

감옥서도 퇴직 후도 인사비리…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기소 국제신문 08면

끝나지 않은 ‘라돈’ 사태… 전기매트·침구류서 또 발견 부산일보 10면

“부산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인구 수정해 과잉개발 피해야” 국제신문 06면

을숙도 출입제한 습지 개방해 생태체험 국제신문 20면

부산 경제

부산·경남 레미콘 업체들 공장 멈춘다 부산일보 02면

WHO 게임중독 본격 논의… 게임도시 부산 ‘좌불안석’ 부산일보 18면

커져가는 세계 원전해체 시장 “지역 중기 참여 미리 준비해야” 부산일보 18면

10년 넘은 웅동 배후단지 갈등 ‘답 찾았다’ 부산일보 18면

부·진경자구역 웅동배후단지 11년만에 소유권 분쟁 종지부 국제신문 02면

청년 식당 ‘부농배켱’ 국산 식재료 활용지원 사업자 선정 부산일보 18면

유류세 인하 축소 첫날… 부산 휘발윳값 ℓ당 26원 올라 국제신문 14면

호텔 취소 숙박권 중개 부산 ‘캔슬 마켓’ 주목 국제신문 14면

접점 없는 르노삼성 ‘2차 셧다운’ 검토 국제신문 14면

정부, 부산 청년식당에 메뉴 개발 지원금 국제신문 14A면

내달 부산 ‘아난티코브’서 뉴질랜드 와인 페스티벌 국제신문 14A면

수소시장 넘보는 조선기자재사 “위기 땐 사업 다각화하라” 국제신문 15면

해외 인디게임 전시作 정보산업진흥원 접수 국제신문 15면

데이터 활용 질병 진단 부산시, 의료수학 사업 국제신문 15면

부산 정치

PK 현역 물갈이 예상… “국회 입성, 지금이 기회” 신인 기대감 

‘업’
부산일보 08면

황교안이 펼치는 ‘부산 정치학’ 성과 거둘까 부산일보 08면

“부산시-경남도 제2신항 상생협약 경남 해양주권 포기 선언한 

것”
부산일보 13면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정책 기대 컸지만 아직은 미흡” 국제신문 04면

與, 총선 때 부울경 전략공천 확대 목소리 국제신문 04면

눈물 보이며… 황교안, 부산서 민생투쟁 대장정 출발 국제신문 04면

대북제재 위반 선박 수사 난항… 부산항 억류 장기화 국제신문 08면

부산 문화
“애들 놀이터는 애들이 만들어야 꿀잼이죠” 부산일보 02면

16만㎡ 규모 ‘사직 야구 테마거리’ 추진 부산일보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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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 ‘검치호’ 등 5편 제작 지원 부산일보 22면

을숙도문화회관 말러 교향곡 전곡 네 번째 연주 부산일보 22면

부산서 A매치 축구경기 6월 7일 한국-호주 대표팀 부산일보 26면

박재혁 의사 98주기 맞아 대규모 추모제 국제신문 09면

서면 거리서 가족음악회… 감미로운 봄밤 어때요 국제신문 22면

치매 

자유도시 

부산

부산 ‘치매 자유도시’ 만든다 부산일보 13면

부산 구·군마다 ‘공립 치매 전문시설’ 국제신문 01면

‘치매 사각’ 해소 나선 부산시… 구·군 자발적 동참이 관건 국제신문 03면

금정구
범어사 “부산 답변 때까지 지원금 안 받겠다” 국제신문 08면

금정구, 무단점유 국·공유지 정비 칼 빼들었다 국제신문 09면

기장군 “100m 높이 굴뚝, 한 번에 무너뜨린다고?” 주민들 반발 부산일보 11면

북구 북구청, 내달 인구 절벽 맞춤형 대책 낸다 부산일보 11면

영도구 민원상담도 AI시대… 영도경찰서, 카톡 메신저 ‘챗봇’ 도입 국제신문 08면

해운대구 “해체된 금당다우 고택, 해운대서 복원하자” 국제신문 10면

5/9

부산 시정

‘수도권-지방 이중 주소제’ 지방 살릴 묘수로 부상 부산일보 01면

어수선한 부산항운노조, 새 위원장 선거 돌입 ‘잘못된 관행’ 

근절
부산일보 02면

부산교통공사, 현직 감사 市에 감사 요청 부산일보 02면

부산 학령인구 10년 새 ‘반 토막’… 올해 인천에 2위 자리 내줘 부산일보 04면

‘살찐 고양이 조례’ 시의회가 공포 부산일보 08면

내년 일몰 앞둔 도시공원 34곳 살린다 국제신문 02면

승학상 붕괴 절개지 복구에도 불안 여전 국제신문 08면

부산 경제

부산일보 의혹 제기 ‘원전 여과배기계통 설비’ 백지화 검토 부산일보 10면

지방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곳 키운다 부산일보 16면

정부, 지방 수출유망기업 5000개 육성 국제신문 14A면

부산 ;2020년 스마트 특성화‘ 2개 사업 선정 부산일보 17면

남부발전, 전력공기업 최초 美 가스복합발전시설 진출 부산일보 17면

남부발전, 美 가스복합발전 사업 진출 국제신문 14면

부산 동암항·남해 설리항 어촌뉴딜 대표 브랜드로 육성 부산일보 17면

벡스코 경쟁력 높이기 국제회의 복합지구 추진 부산일보 17면

부산 ‘국제회의복합지구’ 추진 벡스코~센텀에 MICE 등 육성 국제신문 14면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벌써 6800곳 국제신문 14면

부산·진해경자구역에 e-커머스 물류센터 짓는다 국제신문 14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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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패스트트랙 정리 안 된 채로 국회 못 돌아가” 부산일보 08면

‘부산 공략 황교안’ 환대 분위기 여권 ‘긴장’ vs ‘착시’ 양가감정 부산일보 08면

전·현직 PK 단체장들 ‘총선 셈법’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장외투쟁 장기화… PK 당원은 피로감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부산 학생들 위해 써주세요!” 방탄소년단 지민 1억 기부 부산일보 11면

부산문화회관, 지역 예술인 적극 지원 부산일보 21면

부산영화촬영소 이원화 없던 일로… 장안읍에 통합시설 국제신문 06면

부산 다양한 해양레저 상품 개발 박차 국제신문 15면

부산연극제 모호한 참가 규정에 대상받은 극단 2년간 출전 

금지
국제신문 24면

부산 

시내버스 

파업

부산 시내버스 오는 15일 멈춰 서나 부산일보 01면

부산 시내버스 파업 가결 15일 ‘시민의 발’ 멈춰서나 국제신문 01면

부산·광주 이어 서울도 전국 버스파업 초읽기 문화일보 01면 종합

압도적 파업 찬성… ‘주52시간發’ 버스대란 초읽기 헤럴드경제 09면 사회

부·울·경 

레미콘 공급 

중단

레미콘 공급 중단… 건설 현장 ‘스톱’ 부산일보 01면

부산·경남 레미콘 공급중단 사태… 공사현장 곳곳 ‘올스톱’ 국제신문 14면

부·울·경 아스콘조합 가격담합 의혹 문화일보 16면 전국

부마항쟁 부마항쟁기념재단 “피해자 손배소 기각 결정 유감” 부산일보 11면

동남권

신공항
대구·경북도 “김해공항 확장 반대” 부산일보 11면

기장군
‘균도네 소송’ 항소심 7월 10일 선고 부산일보 10면

고리원전 인근 주민 갑상샘암 발병 책임, 7월 가려진다 국제신문 07면

금정구
‘서동고개 쓰레기 무단 투기’ 주민들도 문제 해결 ‘팔 걷어’ 부산일보 10면

금정구 “복지부가 베이비 박스 불법 여부 가려줘야” 국제신문 08면

영도구 영도 깡깡이 유람선 17일 출항 국제신문 15면

5/10

부산 시정

북항 재개발지역 ‘트램’ 조기 착공한다 부산일보 01면

도심~북항 잇는 ‘55보급창’ 통합개발해야 부산일보 03면

관리 사각 ‘조현병 1인 가구’… “사회 복귀 돕는 게 근본적 

해결책”
부산일보 04면

가장 긴 우리나라 도로 ‘부산~파주’ 국도 부산일보 05면

54억 들인 버스 공공와이파이 ‘그림의 떡’ 부산일보 10면

아찔한 부산 도시철도 ‘정차 미스’ 부산일보 10면

아파트 지을 때 경비원 휴게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부산일보 11면

자성고가교 철거 공사 두 달 앞당겨 7월 말 완료 부산일보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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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건설 30년, 20일 드디어 수문 열린다 국제신문 01A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부산,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짠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공립유치원 교사 시험 경쟁률 ‘35:1’ 국제신문 10A면

부산 경제

동남권방사선산단 조성 본궤도 오른다 부산일보 05면

부산시, 여성 일자리 1만 2000개 만든다 부산일보 18면

‘승무원 입소문’ 중요한데… BPA는 ‘뒷짐’ 부산일보 19면

부산공정위 ‘아스콘조합 담합’ 무혐의 처리… “부실 조사 비난” 문화일보 15면 전국

결격사유 ‘수뢰’ 알고도 선발… 부산 공기업 또 채용비리 국제신문 08면

부경대 ‘미세먼지 산학 연구소’ 설립 추진 국제신문 10면

롯데百 동래점 문화센터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국제신문 14면

부산 휘발윳값 1500원도 뚫었다 국제신문 14면

“지역건설사를 협력사로 써달라” 부산시, 대기업들 찾아 

세일즈
국제신문 14면

하나금융, 부산 사하구 등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지원 국제신문 14면

1년 손식 46억…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 하역료 소송 가능성 국제신문 16면

부산 정치 패스트트랙 與에 부메랑 되나 부산일보 08면

부산 문화

방탄소년단 부산서 단독 공연 확정 부산일보 06면

3·1운동 100주년 ‘인문학 특강’ 일제강제동원역사관 11일 첫 

강연
부산일보 23면

정태춘·박은옥 ‘사람들’ 들고 부산행 부산일보 23면

유엔평화문화특구… 나들이 하기엔 보행 여건 ‘특구’ 이름값 국제신문 06면

예산 지원 ‘찔끔찔끔’ 우여곡절 끝에 문 연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제신문 06면

2030 

엑스포

‘2030 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으로 추진 부산일보 01면

2030 부산엑스포, 국가사업 결정 국제신문 01면

市, 5년 노력 결실… “유치 확정 때까지 국가적 힘 모아야” 국제신문 03면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김해신공항 백지화 ‘바람몰이’ 부산일보 06면

금정구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책 1028권 금정구에 기증 국제신문 27면

남구
남구, 공중화장실 4곳에 ‘셉테드’ 부산일보 11면

부산 남구 가구몰 ‘다보네’ 2500만 원 상당 가구 기부 국제신문 26면

북구 112년 전통 구포초 동창회-학교 ‘갈등’ 부산일보 11면

사하구 사하에도 책 문화 체험공간 드디어 탄생 국제신문 22면

서구 서구 암남동 산복도로에 소방차 달린다 국제신문 10면

영도구 영도 새 명물 ‘깡깡이 유람선’ 드디어 출항 부산일보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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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반딧불이 점차 줄어드는데 보존 대책이 없다 국제신문 09면

해운대구
굴착작업 중 광케이블 절단 송정·기장 2시간 TV ‘먹통’ 국제신문 10면

신설도로 ‘0’ … 해운대 ‘엘시티’ 교통대란 불보듯 문화일보 15면 전국

5/13

부산 시정

부산 환자 年 60만 명 수도권 병원 간다 부산일보 01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부산 장애인 인권조례 통과 부산일보 01면

논란 속 ‘승학터널’ 결국 비싼 도로 된다 부산일보 05면

“공원·정류장 주변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부산일보 05면

온천천 교량 공사에 자전거, 보행로로 쌩쌩~ ‘아찔’ 부산일보 11면

부산금연지원센터 금연 성공률 71.8% 부산일보 23면

부산 신설 3개 초대형 도로 진·출입로 위치·개수 정했다 국제신문 02면

시의회, 5대 개발사업 내주 신문… 지역 관가 ‘긴장’ 국제신문 05면

부산 경제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로 내수 늘린다 부산일보 08면

‘부산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부산일보 08면

캠코, 채용형 청년 인턴 48명 ‘열린 채용’ 부산일보 17면

입식 좌석으로 부산 골목상권 경쟁력 ‘UP’ 부산일보 17면

동네 음식점 좌석 ‘좌식→입식’ 교체 지원 국제신문 08면

북항 유람선 협약 체결 ‘하세월’… 올해 물 건너가나? 부산일보 18면

대체거래소 곧 설립… 부산입지 위축 국제신문 01면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부산, 의료산업 메카 ‘날개’ 달았다 국제신문 03면

트위지 타고 꿈 향해 달려가세요 국제신문 14면

KT, 부산에 5G통신센터 구축해 속도↑ 국제신문 14면

부산콘텐츠마켓 4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거래 국제신문 18면

가정의 달에도…부산 유통업은 ‘울상’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황교안, 영남권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부산일보 06면

與·野·無 누가 승자? 혼란의 ‘기장’ 삼국지 부산일보 08면

지역구 정리 나선 이언주 총선 ‘부산행’으로 가닥? 부산일보 08면

서병수, J노믹스 정면 비판 친구 문 대통령 향해 대립각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낙동강 보며 ‘구포맥주’ 한잔 어때요? 부산일보 02면

자갈치 축제 이사장 취임식 ‘과잉 의전’ 논란 부산일보 10면

자갈치축제조직위 이사장 취임식에 주민·공무원 동원 국제신문 06면

佛 탄광촌 재료로 담아낸 부산의 시간·기억·역사 부산일보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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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려한 고음 처리 소프라노 박은주 14일 부산 독창회 부산일보 20면

“금정산 기운, 시민과 함께 나누어요” 부산일보 20면

내년 부산서 마라톤 ‘국제대회’ 신설 추진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청년 해설사와 걷는 길 ‘테마코스’ 4곳 운영 국제신문 14면

부산청소년예술제 오늘~내달 1일까지 국제신문 18면

부산무용제 15~17일 부산문화회관서 국제신문 18면

해운대·송정·송도해수욕장 내달 1일 개장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시내버스 

파업

정부 “인력 문제 등 해결하려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 부산일보 01면

전국 10개 시·도 버스 파업 막바지 타결될까 부산일보 05면

정부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 내일 조정에 영향 미칠까 국제신문 06면

“버스파업, 週52시간 도입 따른 예견된 사태” 문화일보 01면 종합

‘주52시간發 버스대란’ 국민 주머니 털어 막겠다는 정부 문화일보 05면 종합

기장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부산일보 01면

기장 수출형 신형 원자로 이달 말 착공 2022년 완공 국제신문 01면

오시리아관광단지 ‘앵커시설’ 50만㎡ 테마파크 16일 착공 국제신문 02면

동래구 26년 방치 ‘동래패총’ 발굴조사 후 시민에 개방 추진 국제신문 08면

부산진구 산복도로 야경? 호천마을도 있다! 부산일보 11면

북구 “구포 강나루 밀밭길로 봄나들이 오세요” 부산일보 11면

사하구 숙박시설 단 한 곳인데… 다대포해수욕장 개발 지지부진 부산일보 10면

서구 남부민방파제 일원서 해양쓰레기 5t 수거 국제신문 09면

영도구
부산 동삼동 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 들어선다 부산일보 03면

영도 물양장, 예·부선 관리 ‘사각지대’ 국제신문 08면

5/14

부산 시정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사실상 확정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황령산 배수지’ 보류 남·수영구 “급수 대책 외면” 부산일보 01면

부산 조현병 환자 40% “다른 사람 알까 두렵다” 치료 망설여 부산일보 04면

검찰,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영장 부산일보 10면

수사 석달 만에… 부산항운노조 김상식 위원장 영장 청구 국제신문 08면

부산 모든 사립유치원 내년 에듀파인 도입 국제신문 01면

정신질환자 범죄 줄잇는데… 부산, 등록률 14.7% 불과 국제신문 09면

부산 경제

부산, 의료관광객 유치 위해 해외거점 구축 지원 실시 부산일보 18면

의료관광 활성화, 한·아세안 정상회의 연계 국제신문 09면

지역 업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추진 부산일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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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국인관광객 “쇼핑보다 맛집 찾아왔어요” 부산일보 21면

‘부산 안전 먹거리 바구니’ 퍼포먼스 국제신문 02면

美中 무역분쟁에… 부산 중간재 대중 수출 타격 불가피 국제신문 14면

부산 찾은 박영선 장관 “창업 적극 지원” 국제신문 14면

부산·경남 레미콘 공장, 공급 중단 닷새 만에 재가동 국제신문 14면

부산은행·칭다오시 “함께 갑시다” 국제신문 15면

캠코,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 지원 국제신문 15면

건설 지역하도급 참여율 목표 85%로 상향 국제신문 15면

‘선박 청소 로봇’ 개발사 등 유망 스타트업 53곳 선정 국제신문 18면

BPA, 국제항만협회 총회서 최우수상 국제신문 18면

부산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 “내년 4월 총선서 합당한 일 할 것” 부산일보 06면

與 커지는 ‘당 주도성’ 목소리, 당청 관계 바뀌나 부산일보 06면

靑 “1 대 5” vs 한국 “1 대 1”… 대표회담 방식 ‘기 싸움; 부산일보 06면

연구소·토크쇼·토론회·현수막… 원외 인사들의 ‘홍보 공식’ 부산일보 08면

‘지각변동’ 앞둔 부산 원도심 선거구 부산일보 08면

‘먹구름 지표’에 PK 여당 의원들 ‘가시방석’ 부산일보 08면

여야 브레인 대결 제1라운드 ‘PK 총선 전략’ 부산일보 08면

“원전안전정책, 지자체 참여해야” 부산일보 11면

김무성·서병수 부산 보수 구심점 경쟁에 민심 역풍 맞을라 국제신문 05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단 부산 홀대?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원아시아페스티벌’ 서부산 첫 개최 북구 화명생태공원서 메인 

공연
부산일보 10면

원아페 메인공연 화명생태공원 개최 국제신문 10면

“벌써 여름?” 부산 해수욕장 내달부터 ‘활짝’ 부산일보 11면

부산해수욕장, 개장 기간 아니라도 입수 허용 국제신문 02면

올해 부산 최고의 춤꾼을 가린다 부산일보 25면

부산록페스티벌 20년 만에 유료화 결정에 뜨거운 논쟁 국제신문 02면

새단장한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공원 국제신문 09면

해양박물관 ‘한글조선전도’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국제신문 20면

부산국제연극제 17일부터 국제신문 20면

부산 영화제작 지원작, 이강욱 감독 ‘검치호’ 국제신문 20면

부산 

버스파업
‘시내버스 대란’ 초읽기 부산일보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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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초읽기… “도시철도 없는 곳 어쩌나” 국제신문 01면

정부 “버스요금 인상” 압박에… 지자체 “책임 떠넘기나” 난색 국제신문 03면

홍남기 부총리, 버스 노조와 회동 “시내버스 요금 올릴 때 

됐다”
국제신문 03A면

이해찬 “대중교통, 준공영제로 가야” 국제신문 03A면

남구
용호부두와 주변 지역 모두 친수공간 된다 부산일보 05면

용호부두 재개발 본격 밑그림 짜기 국제신문 18면

영도구
“해양수산기관·지역기업 이어줄 동삼혁신도시 지원기관 

만들자”
국제신문 18면

5/15

부산 시정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검찰 송치 부산일보 01면

‘불법 선거운동’ 임준택 수협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국제신문 08면

남·수영구의회 “市, 배수지 확충하라” 부산일보 01면

아무도 부르지 않는 부산시 ‘OK부르미’ 부산일보 11면

시내면세점 6개 추가허용… 부산은 ‘0’ 국제신문 01면

부산 첫 수소충전소 영업 시작 국제신문 01면

부산택시노조 본부장 끝없는 의혹… “노조비도 빼돌렸다” 국제신문 08면

부산 장애인 교통수단 ‘두리발’ 103대 늘린다 국제신문 09면

자녀 방학 어학캠프비 지원해 달라는 공무원노조 국제신문 10면

‘스승과 제자 서로 존중’ 부산교육청 적극 독려 국제신문 10면

부산시간호사회, 건강한 모유 수유아 대회 국제신문 20면

“지역 공기업 임원 보수 상한선, 방만운영 잡는 첫발” 국제신문 27면

보조금 불법사용 노인복지시설 문화일보 24면 문화

부산 경제

부산에 전국 첫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설립 부산일보 05면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 유치… 영도 씨사이드콤플렉스에 

구축
국제신문 03면

해수부-FAO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약정 체결 부산일보 05면

세계수산대학, 30명 석사과정 운영 국제신문 15면

한국 조선업 수주 실적, 중국에 또 밀렸다 부산일보 17면

19일 만에 다시 만난 르노삼성차 노사… 보이지 않는 출구 부산일보 18면

르노삼성 노조 “21일 전면파업” 헤럴드경제 12면 경제

KRX, ‘부산국제파생상품포럼’ 개최 부산일보 18면

‘훨훨’ 나는 에어부산 새 항공기 뽑았다 부산일보 18면

에어부산, 새 항공기 ‘A321’ 도입 국제신문 15면

“중·일 기업과 협력해 아세안 현지 녹아들어야” 부산일보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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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中 칭다오항 크루즈 항로 개발 MOU 체결 부산일보 21면

글로벌 창업축제 ‘컴업’, 서울·부산 동시 개최 국제신문 02면

부산 조정지역 올 첫 분양 선방 국제신문 14면

한국거래소, 국제파생상품포럼 개최 국제신문 14면

부울경 대출연체율 상승… 주력산업 불황 여파 국제신문 15면

‘같이 살라’ 는 相生조례… 유통업계는 ‘죽을 맛’ 문화일보 20면 경제

부산 정치

‘자치경찰제’ 올해 시범지역 늘어나나 부산일보 08면

‘깜깜이 총선’ 국면 정치 신인만 직격탄 부산일보 08면

친문·靑 출신 전면 등장… 진용 갖추는 與 ‘총선 앞으로’ 국제신문 05면

총선 코앞인데… 한국당 부산시당 사령탑 공백사태 오나 국제신문 05면

김무성,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국제신문 05면

‘동남권발전협의회’ 오늘 출범...민간 주도 부울경 발전모색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 문화

부산롯페스티벌 ‘화학형제’ 떴다 “티켓값 ‘1’도 안 아깝네” 부산일보 22면

부산문화회관, 아트센터·오페라하우스 개관 대비 인프라 

키운다
국제신문 21면

부산평화영화제 ‘아이들의 학교’로 23일 연다 국제신문 21면

어린이청소년영화제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 13개국 40편 선정 국제신문 21면

방치된 빈집, 주민 문화1번지로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버스파업

부산 버스 노사 협상 타결 임박 부산일보 01면

‘시내버스 파업 전야’ 밤늦도록 조정 진통 국제신문 01면

버스는 달리지만… 제2, 제3 ‘주52시간發 파업’ 막을수있나 문화일보 05면 사회

전국 버스파업 철회… 일부 지역 협상 계속 내일신문 04면 자치

오거돈 시장 “350만 부산시민 이룬 쾌거”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서민 주머니 털어 ‘버스대란’ 막았다 헤럴드경제 01면 종합

당장 급한 불 껐지만…주52시간發 시한폭탄 해체엔 역부족 헤럴드경제 03면 사회

2030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최대 관건 ‘관문공항’ 부산일보 01면

등록박람회 ‘인류의 진보’ 주제로 펼쳐지는 대규모 박람회 부산일보 03면

부산엑스포 유치 3단계 로드맵 추진 국제신문 01면

동부산

관광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 핵심 테마파크 16일 첫삽 부산일보 05면

동부산테마파크 1만여 일자리 만든다 국제신문 15면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16일 착공 내일신문 04면 자치

동남권

신공항
정부 “43조 생산유발 효과”… 부산시, 관문공항 동력 확보 국제신문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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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달리던 車, 정류장 서 있던 마을버스 ‘쾅’ 부산일보 11면

불법 건물에 포위당한 회동수원지 부산일보 11면

남구 여야 ‘7 대 7’ 동수 남구의회 지역화폐 조례안 두고 ‘팽팽’ 부산일보 11면

서구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위치 ‘그대로’ 부산일보 10면

연제구 14일 오후 도시철도 연산역 에스컬레이터 급정거 소동 부산일보 11면

영도구
불법 주정차에 꽉 막힌 ‘깡깡이 마을’ 관광 부산일보 10면

영도구민 5쌍 합동결혼식 국제신문 09면

해운대구
해운대 건오씨클라우드호텔, 객실 소유주가 직접 운영 부산일보 10면

해운대구, 송정옛길 복원 걷기 좋은 숲길 조성한다 국제신문 10면

5/16

부산 시정

‘24시간 정신질환 대응팀’ 전국 확대 운영 부산일보 01면

민언련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철회하라” 부산일보 02면

국회도서관 부산분권 17일 첫 삽 부산일보 08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본격 시동 부산일보 11면

부산시의회, 국내연수로 눈돌리는 사연 국제신문 06면

“부산 공공기관 임원보수 조례 위법소지 적다” 국제신문 06면

부산 경제

부산, 레저선박 유통·컨벤션 욱성 부산일보 05면

해수부 ‘항만재개발 정책설명회’ 개최 부산일보 17면

지역 저비용항공사, 노선 확대·서비스로 ‘정면대결’ 나선다 부산일보 17면

대체거래소 생기면 KRX 수수료 수입 3분의 1 줄어든다 국제신문 01면

메가 이벤트 몰리는 벡스코… 제3 전시장 확충 힘 실린다 국제신문 04면

부산 경제허리 30·40대 취업자 1만9000명 급감 국제신문 04면

부산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정부 공모 사업자로 선정 국제신문 14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협약식 국제신문 14면

부산, 지역관광산업 전진기지로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헤럴드경제 14면 경제

부산 정치

‘동남권발전협의회’ 15일 출범 부산일보 05면

‘21대 총선까지 11개월’ 조직쇄신 시동 건 PK 민주 부산일보 08면

‘인권 검찰’ 거듭나기 부산지검, 행보 분주 부산일보 10면

부산지검, 피의자 신문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국제신문 10면

부산 문화

영화도시 부산, 제 점수는요 “매우 우수” 부산일보 02면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유네스코 평가 전분야 최고등급 국제신문 01면

‘2019 공예주간’ 폐막식·주요 팝업숍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일보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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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물관 상주협약 파기에 지역 극단 지원사업 취소 날벼락 국제신문 24면

바이올린·비올라와 하모니 부산시향 내일 정기연주회 국제신문 24면

버스 

준공영제

버스 준공영제 혁신 요구 목소리 높다 부산일보 01면

버스기사 임금 3.9% 인상… 市 재정 180억 원 추가 투입 전망 부산일보 03면

버스파업 앞두고… 늑장대응·말 바꾸기 국토부 ‘혼선 자초’ 부산일보 03면

버스대란 막았지만… 준공영제 개혁·재원마련 ‘비상’ 국제신문 01면

새벽 버스 손님들, 피해 고스란히 국제신문 02면

“교대근무 도입 불가피… 추후 협상 통해 근무조건 개선” 국제신문 02면

“시민의 발 볼모로 잡을 수 없었다… 미흡하지만 수용” 국제신문 02면

188억 혈세 투입하는데… 버스업계 방만경영·파업 악순환 국제신문 02면

혈세 퍼붓고…지자체 4곳은 버스社 감사조례도 없어 문화일보 11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이낙연 총리 “김해공항 확장안, 원점에서 조정·검증” 부산일보 01면

이 총리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안 문제점 없는지 살펴볼 것” 국제신문 06A면

금정구 부산대 상권 부활 사명 띠고 ‘차 없는 거리’ 돌아온다 부산일보 11면

동래구 동래교 난간 받고 택시 추락… 승객 숨져 부산일보 09면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폐교 부지 “주차장으로” “교육시설로” 부산일보 10면

‘삐에로쇼핑 아트몰링점’ 12일 만에 구매객 3만 돌파 부산일보 17면

수영구 “장애인도 편안한 광안리해수욕장, 기대하세요” 부산일보 11면

해운대구 1~2인 가구용 투룸 오피스텔, 해운대 상륙 부산일보 17면

5/17

부산 시정

‘채용비리 혐의’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부산일보 01면

부산 수영강·울산 태화강·김해 화포천 ‘국가하천’ 승격 부산일보 04면

수영강·태화강·화포천, 국가가 하천 관리 맡는다 국제신문 02면

정부-부산시 ‘엑스포 사업비 분담’ 갈등 예고 부산일보 08면

부산시 도시계획에 전문가 참여 확대 부산일보 10면

18일 수정터널 조명 교체 접속도로 구간 차량 통제 부산일보 11면

부산 경제

르노삼성 노사분규 11개월 만에 풀린다 부산일보 01면

르노삼성 정상화, 신차 배정이 관건 국제신문 01면

부산국제금융센터 꼭대기 층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추진 부산일보 01면

부산 주택 매매량 13년 만에 최저 부산일보 17면

BPA ‘북항 화물차 주차장 부지 찾기’ 골몰 부산일보 19면

부산에 국내최장 해상케이블카 뜰까 문화일보 14면 전국

“선박지원, 정책금융으로 부족” 내일신문 10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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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공항·개최지…밑그림 놓고 부산시 전-현직 시장 기싸움 부산일보 08면

PK 총선 출마 ‘귀향파’ vs ‘출향파’ 부산일보 08면

부산 문화

횡령 혐의 전 부산비엔날레 위원장 2심도 무죄 부산일보 11면

부산청소년예술제 ‘예술 꿈나무’ 모여라! 부산일보 23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올해 공식 포스터 공개 부산일보 23면

부산 

고용률 상승

추락하는 부산 경제지표, 고용만 선전 부산일보 17면

부산 취업시장 햇볕 드나… 3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 부산일보 17면

부산경제 좋아지나…고용률 석달째 상승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금정구 범어사, 금정산에 ‘산불 대비’ 임도 만든다 부산일보 10면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첫삽 부산일보 18면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착공 국제신문 01면

사하구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18일 부산 몰운대 일원서 열려 문화일보 20면 스포츠

해운대구 해운대 일대 ‘분양형 호텔’ 줄줄이 내부 갈등 ‘홍역’ 부산일보 10면

5/20

부산 시정

국내 첫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부산일보 04면

오거돈 시장, 20~24일 中·러 방문 ‘신북방 협력’ 부산일보 04면

부산항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신축 놓고 ‘시끌;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올여름 폭염 ‘기선 제압’ 나섰다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시민 맞춤형 선제적 폭염 대응책 마련 국제신문 04면

원폭 피해자 수 전국 2위 부산, 지원정책은 뒷짐 국제신문 10면

‘주한외교단 초청 부산 팸투어’ 성료 국제신문 10면

부산 경제

미·중 관세 전쟁에 ‘등 터지는’ 부산 중소기업 부산일보 03면

“아파트 더 힘들어진다” 신사업 활로 찾기 나선 지역 건설업계 부산일보 03면

부산 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자영업 미소 만개 프로젝트’ 

호평
부산일보 16면

게임도시 타격 우려… 市 “WHO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 부산일보 16면

최신 장비·기술이 한자리에 ‘부산국제기계대전’ 부산일보 17면

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국제신문 16면

싱가포르 창이공항 삼진어묵 ‘연착륙’ 부산일보 17면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국제신문 16면

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국제신문 16면

부산 정치
PK 총선 투입설 외부인사는 누구? 부산일보 08면

시장 바뀌고 국회서 ‘찬밥’ 된 부산 3대 현안 법안 부산일보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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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부산문화회관 노조 쟁의 결정… 공연장 운영 차질 우려 부산일보 01면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예산집행 특별감사 부산일보 04면

부산장애인체육회 고용장려금 일부 유흥비 전용 국제신문 11면

25~26일 제12회 부산항축제 “놀러와요 부산항에” 부산일보 18면

지역·예술·평화의 연대 ‘제10회 부산평화영화제’ 부산일보 20면

소통과 확장… 새 길 찾는 부산 문화 국제신문 01면

척박한 문화행정·지원에도… 부산만의 새로운 ‘문화 씬’ 발견 국제신문 03면

온천천축제로 변질된 금정산성축제 국제신문 09면

복천동 고분군 ‘발굴의 기억’ 국제신문 09면

내달 개장 송정해수욕장 파라솔 줄이고 서핑존 늘린다 국제신문 09면

2020 부산비엔날레 전시 감독 공개모집 국제신문 21면

강서구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명지 신도시서 ‘첫 삽’ 국제신문 06면

금정구 ‘문화윤곽과의 두 번째 만남’ 21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일보 20면

동래구 ‘동래교 택시 추락’ 한발 늦은 대책 부산일보 11면

부산진구 ‘구의원 제명’ 항소 포기 놓고 부산진구의회 ‘시끌’ 부산일보 11면

북구 “적극 행정 아닌 기만 행정” 구의회 철저히 패싱한 북구청 부산일보 02면

사상구 반려될 줄 알았던 엄궁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 수순 드러나 부산일보 10면

영도구 깡깡이 유람선, 영도 역사 싣고 다시 달린다 국제신문 10면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다시 탄력 부산일보 01면

엘시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제대로 안 받았다 부산일보 05면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불 스파랜드 고객 대피 소동 부산일보 11면

5/21

부산 시정

‘돈 먹는’ 부산 민자도로 투자비 4배나 벌어갔다 부산일보 01면

‘적자 타령’ 부산 버스업체들 ‘배당 잔치’ 부산일보 01면

사상~해운대·만덕~센텀 대심도에도 ‘수천억 원’ 市 재정 투입 

예고
부산일보 03면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지인 비리 줄줄이 부산일보 05면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 국가인권위 압수수색 국제신문 08면

부산항운노조 ‘이윤태 체제’ 된다 부산일보 05면

부산항운노조 이윤태 신임 위원장 국제신문 18면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 주민 반발로 일단 무산 국제신문 01면

북부산세관 재건축 갈등… 세관 측, 타협안 제시 ‘새 국면’ 국제신문 03면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 개선 안 하면 법으로 강제” 국제신문 04면

부산시, 외부전문가 동반 근로자 교대시간 자재 결속상태 확인 국제신문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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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윤 부산택시노조 본부장 결국 물러난다 국제신문 08면

한의메디포럼 “부산 난임 바우처사업은 편파행정” 국제신문 08A면

주말 폭우에 승학산 절개지 또 ‘와르르’ 국제신문 10면

만성 적자라더니… 부산 시내버스 업체 7곳 ‘배당 잔치’ 국제신문 10면

총길이 18km 온천천 하수관, 관리 인력은 단 한 명 뿐 국제신문 11면

동북아 해양수도 전략, 시민에게 묻는다 국제신문 18면

부산 경제

부산항 북항 내 유람선 뱃길 드디어 열린다 부산일보 05면

부산~싱가포르 신규 취항 제주항공 특가 프로모션 부산일보 18면

‘수출계약서만으로 특별보증’… 무보, 부산업체에 첫선 부산일보 18면

지역 제품 홍보할 1인 크리에이터 모집합니다 부산일보 18면

남부발전, 부산 복지시설에 전기차 ‘아이오닉’ 10대 전달 부산일보 18면

부울경 공동 ‘광역관광본부’ 7월 출범 국제신문 14면

‘수출계약서로 대출보증’ 1호는 부산업체 국제신문 15면

부산항 연관산업 ‘자격 갱신제’ 필요성 제기 국제신문 18면

부산항 2년 뒤 국내 첫 전기추진선 도입 국제신문 18면

부산 정치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부산일보 01면

일반·수사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국제신문 01면

‘불법 잠입수사?’ 부산서도 검·경 수사권 두고 ‘시끌’ 부산일보 02면

‘피의자 범죄조직 잠입수사’ 놓고 부산서도 검경 갈등 국제신문 08면

PK 총선행 ‘김영춘號’ 오륙도서 출항 부산일보 08면

‘편지 스타’ 정명희, 자치분권위 간담회 토론자로 부산일보 08면

부산진을 자리 ‘비운’ 이헌승 부산일보 08면

부산진을 자리 ‘내준’ 조영진 부산일보 08면

“총선 필승전략 짠다”… 부산 여야 싱크탱크 두뇌싸움 ‘점화’ 국제신문 04면

외연확장·중도층 공략… 인재영입 경쟁도 가열 국제신문 04면

부산 문화

부산문화회관 노저, 결국 파업 가나 부산일보 11면

부산시,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3년 연속 공모 선정 부산일보 21면

‘부산학, 길 위에서 만나다 2019’ 부산일보 25면

부산 곳곳서 펼쳐지는 로컬 음악축제 ‘빅데이사우스 페스티벌’ 부산일보 25면

부산시민도서관 26일 손 인형극 공연 국제신문 19면

부산시립합창단, 뮤지컬로 전하는 ‘가족’ 국제신문 22면

민중미학의 토대, 로컬미학을 말한다 국제신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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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웹툰작가들의 방구석 STORY Take.10 국제신문 23면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 자리잡는데 15년 걸려… 지금이 건설 적기” 국제신문 02면

강서구 “인구 3만 명 넘는 명지오션시티에 파출소 하나 없어서야…” 부산일보 11면

동구
충장고가교 달리던 승합차 추락 부산일보 11면

충장고가교 달리던 승합차 추락… 3명 사상 국제신문 11면

부산진구 헛돈만 쓴 ;선암 산딸기마을‘ 재생사업 국제신문 09면

북구 북구청장 명의 성년의날 축하 서한 발송 ‘시끌’ 국제신문 08A면

사상구 엄궁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최종 반려 국제신문 09면

해운대구
임대료라도… 사무실 ‘쪼개는’ 센텀 국제신문 01면

“엘시티 주변도로 확장 특혜 지적에도 의결” 질타 국제신문 04면

5/22

부산 시정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는 지역주민 무시하는 행태” 부산일보 01면

부산 첫 공공통학버스 도입 전부터 ‘브레이크’ 부산일보 05면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광안리 조망권 팔아먹는 행위” 부산일보 11면

내년 부산 시내버스 보전금 188억 늘어 2000억 추산 국제신문 01면

“네이버 ‘지역 언론 패싱’, 국회의원이 나서 바로 잡아라” 국제신문 02면

세계적 해양 인프라 갖춘 부산… 성장동력·정책 제안한다 국제신문 03면

내달부터 부산 공영주차장 차등 요금 받는다 국제신문 09면

부산 경제

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부산일보 01면

르노삼성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다시 ‘원점’ 국제신문 01면

주식거래 재개 첫 날 한진重, ‘약세’ 출발 부산일보 03면

한진중 주식거래 재개… 재무 구조개선·경영 정상화 ‘박차’ 국제신문 02면

4월 부산 자동차 수출액 ‘반토막’ 부산일보 03면

금감원 부산울산지원, 작년 금융 민원 5816건 ‘소폭 증가’ 부산일보 18면

지역 상장기업, 1분기 순이익↓ 부산일보 18면

부울경 상장기업 1분기 실적 ‘방긋; 국제신문 14면

‘지역 富 창출’ 연대경제서 해법 찾는다 국제신문 01면

지자체 공금 제로페이·직불카드로 결제 가능해진다 국제신문 05면

주민이 쓴 돈 돌고 돌며…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국제신문 06면

부산기업 창업주 2세 경영 전면 나서다 국제신문 14면

“블록체인 인력 키우고 마이스산업 연계 전략 짜야” 국제신문 14면

부산정보진흥원 ‘데이터바우처’ 中企 지원 국제신문 18면

부산 정치 시의회 ‘싱크 탱크’ 정책연구팀 ‘이상한 채용’ 부산일보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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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역할 미미 PK 의원들, 총선 출마 ‘올인’ 비난 부산일보 08면

비례대표 의원 고향 출마 ‘환영’ vs ‘반감’ 여야 온도차 부산일보 08면

與 부산시당 험지 금정·부산진을 후임위원장 선임 놓고 

‘물밑경쟁’
국제신문 05면

황교안 측근 부산 4인 내년 총선 행보 촉각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한·아세안 영화기구 11월 설립 부산일보 22면

톱클래스 연주자들이 펼치는 ‘클래식 성찬’ 부산일보 22면

박재혁 의사 생가 ‘표지석’ 세운다 국제신문 10면

부산 영화감독, 프랑스 온라인 상영매체 고소 국제신문 10면

올해 ‘한복문화주간’ 부산서 개최… 10월 해운대서 국제신문 18면

“극작가 제대로 키우자”… 부산창작극연구회 부활 날갯짓 국제신문 22면

금정구
금 가고 불안하던 부산대 미술관 외벽 붕괴, 환경미화원 ‘참변’ 부산일보 10면

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와르르’… 작업중이던 미화원 숨져 국제신문 08면

기장군
기장 ‘흉물’ 옛 한글라스 굴뚝 드디어 사라졌다 부산일보 11면

인공지능 양식 혁명, 기장에서 시작된다 부산일보 21면

남구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남구의회도 철회 촉구 부산일보 10면

용당 북부산세관 신·개축 공사 재개 부산일보 10면

북부산세관 재건축 대책위, 타협안 수용 국제신문 08면

북구 “차 하나 겨우 지나다니는 도로로 500세대가 드나들라고” 부산일보 10면

5/23

부산 시정

“지구단위계획 뭐죠” 묻는 신입 도시계획 전문가… 부산일보 05면

오페라하우스 설계 전면 재검증 부산일보 05면

부산 오페라하우스 설계 재검증 받기로 국제신문 02면

“‘적자 타령’ 버스업체 배당금 잔치 멈춰라” 부산일보 10면

접대비까지 포함시킨 시내버스 운송원가 국제신문 01면

부산 도심 12곳에 열섬 완화 바람숲길 19ha 조성 국제신문 02면

“시대가 변했다”… 부산시, 여자 공무원도 숙직 투입 국제신문 02면

부산 경제

롯데몰 10억 기금 무늬만 지역상생 부산일보 05면

부산 석 달간 8008세대 입주 부산일보 16면

부울경 9개 프로젝트 외자 3억불 유치추진 국제신문 02면

르노삼성 노조 “27일부터 천막농성”… 협력업체 “앞날 깜깜” 국제신문 03면

“부산 관광산업 정책에 청년일자리 연계를” 국제신문 12면

대선주조 ‘부산항축제’ 5년 연속 후원 국제신문 12면

부산 정치 ‘노무현의 균형발전’ 잇겠다더니 잊었나 부산일보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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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올 휴가는 6월부터… “얼리 바캉스족 잡아라” 부산일보 02면

광안리로 ‘바다피크닉’ 떠나는 요즘 ‘인싸’ 부산일보 02면

호국사찰 범어사 ‘선승에서 승군으로’ 특별전 개최 부산일보 20면

‘영화의 거리’ 등 2개 작품 부산영상위, 웹드라마 지원 부산일보 20면

부산시립합창단, 가정의 달 ‘아주 특별한 뮤지컬 공연’ 부산일보 21면

이주홍문학상에 이준관·권정일·김원희 국제신문 24면

부산대 외벽 

붕괴 미화원 

사망사건

안전점검 안 하는 건물 외벽 ‘안전 사각’ 부산일보 01면

맨눈으로 안전진단 ‘끝’ ‘위험천만’한 학교 건물 부산일보 10면

‘아찔한’ 벽돌 외벽, 26년 동안 한 차례도 유지보수 없었다 부산일보 10면

“불안해 다니겠나”… 부산대 학생들 휴교까지 거론하며 격앙 국제신문 06면

금정구 서동 뉴타운 사업구역 곳곳서 ‘빨간불’ 국제신문 08면

남구 지역화폐 ‘부산 최초’ 집착했나… 남구 무리한 사업 추진 ‘도마’ 부산일보 11면

동구 동구의회, ‘막말 파동’ 전근향 판결에 항소 부산일보 11면

해운대구

“SNS로 지시” 해운대 승강기 추락 사고 ‘위험의 외주화’ 

사실로
부산일보 10면

해운대 도로 ‘싱크홀’… 차량 타이어 파손 부산일보 11면

오거돈 시장, 헤이룽장성 당서기 면담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5/24

부산 시정

부산 새 야구장 건립 ‘위치·형태’ 원점 재검토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역광장 분수대 철거 본격화 부산일보 04면 종합

“재난 일어나면 복구에만 급급…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방”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조례 만든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서 열리는 국제당뇨병연맹 총회에 北 참여 희망적 국제신문 10면 사회

정부 창업공모사업 잇단 탈락… 市 ‘스타트업 파크’ 유치 사활 국제신문 03면 종합

아이 점심·간식비 합쳐 10년째 1750원 국제신문 09면 사회

“에코델타시티 성공 이끌 정부 소통창구” 국제신문 26면 인물

2020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내년 5월 14일 부산서 개최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시,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 운영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경제

‘병원간호인력 취업박람회’ 30일 벡스코 제2전시장서 부산일보 17면 경제

‘내 일’ 건져 올린 ‘바다’를 소개합니다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투자수출지원청과 MOU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중국 가파른 성장, 위기의 부산 기계부품업 활로 찾기도 ‘막막’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관광·마이스, 10명 중 8명 이직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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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전문가 27일 부산 집결 국제신문 14면 경제

제로페이로 쇼핑하는 프리마켓 국제신문 14면 경제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 준비실사단 부산 방문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BPA, 中 연변대와 공동물류연구센터 추진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캠코 부산 본사 직원 140명 늘리고, 수도권 183명 줄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어시장 현대화, 설계 바꿔 추진 박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국제금융센터 일대 ‘스타트업 메카’ 된다 매일경제 30A면 영남

부산국제금융센터 일대 ‘스타트업 메카’로 부상 한국경제 30A면 지역

‘핀테크산업 육성’ 해법 머리 맞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정치

‘노무현 효과’에 출렁이는 PK 정치 지형 부산일보 08면 정치

최인호, ‘원전 해체’ 부산 새 먹거리 만든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다시 들썩이는 낙동강 벨트… 민주당 ‘기대감’·한국당 ‘긴장감’ 부산일보 08면 정치

신주류로 부활한 친노… 내년 총선 PK서 확실히 뿌릴내릴까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세상 모든 다양성을 품는 장 ‘2019 문화다양성페스티벌’ 부산일보 23면 문화

내일부터 부산항 축제… 기간 줄이고 내실 채웠다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A매치 흥행하면 부산 축구 전용구장 탄력받을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편백숲·상쾌한 호수바람… 타박타박 걷다보면 절로 힐링 국제신문 06면 기획

축제 축제 축제… “부울경은 지금 축제 중” 동아일보 16D면 부산

‘공연중 재난대피 훈련’ 안전하이 콘서트 파이낸셜 04면 부산

동남권

신공항

김현미 장관 “김해신공항, 총리실과 해결책 찾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장애물 많아 착륙 까다로운 ‘김해탁’… 안전성 확보 산 넘어 산 머니투데이 07면 정치

“입지선정, 정치적 계산말고 목적 충실해야” 머니투데이 07면 정치

금정구 금정 서동로에 도시철도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기장군
기장죽성리왜성 철망 봉쇄, 민원 폭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미세먼지 저감방안 용역 첫 시도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진구
그린닥터스와의 전포복지관 위수탁 계약 부산진구 ‘사실상 

해지’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 장산, 첫 생태계 지도 만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5/27

부산 시정

“부산시, 민간 주택사업 위해 하천법 위반 방조” 부산일보 11면 사회

무연고 장애인 돈 착복 그룹홈 시설장 구속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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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종량제 봉투 가격’ 잇단 인하… “싼 區 가서 사재기 

할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첫 발 국제신문 01면 종합

벡스코 멀티비전 노후화… 국제행사 준비 차질 ‘망신’ 국제신문 03면 사회

부산지역 대학 노후 건물 대부분 정밀진단 한번도 안받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부랴부랴 노후 건축물 점검 나섰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채용비리 버스 업체에도 꼬박꼬박 혈세 지급 국제신문 03면 사회

시민 개방이냐, 권력 과시냐… 관사의 정치학 한국일보 13면 사회

부산 경제

부산, 중국·러시아 북방 내륙 물류 루트 ‘연결고리’ 선점 나섰다 부산일보 04면 부산

팬스타그룹, 북방 공급 물품 해상 경로 개척 ‘신호탄’ 부산일보 04면 부산

2019 부산 중소기업인대회 모범기업인상에 권용석 대표 부산일보 17면 경제

중기 재직 청년에 전기차 ‘청춘드림카’ 대상자 모집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집값 내렸다는데… 실수요자들 “체감 못 해” 국제신문 17면 경제

일본 취업 박람회 구직자 북적 동아일보 B03면 경제

일본 취업엔 이 화장이 어떨까 조선일보 B03면 경제

BIFC 꼭대기층에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한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 품으로 매일경제 30면 전국

부산 정치

잇단 부산 민주 지역위원장 사퇴 자발적 선택? 非文 밀어내기?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민주당, 총선 대비 지역위원장 물갈이 나섰다 국제신문 06면 정치

전략이냐 상향이냐 21대 총선 선택은? 부산일보 08면 정치

윤준호 與 해운대을 국회의원 일찌감치 출판기념회 연 까닭 국제신문 06면 정치

부산 문화

올해 미술시장 트렌드가 한자리에 ‘아트부산 2019’ 부산일보 20면 문화

아트부산 30일 개막… 엄선한 4000여 점 주인 찾습니다 국제신문 20면 문화

지역 문화·관광 어우러진 개성만점 카페 부산 곳곳에 부산일보 05면 종합

바다와 낭만이 있는 부산카페로 떠나요 부산일보 04면 부산

부산시, ‘낭만카페’ 35곳 발굴 관광명소 만든다 경향신문 14면 전국

해운대 수놓은 ‘모래조각’ 부산일보 11면 사회

높게 쌓인 모래조각 앞에서 찰칵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항 밤하늘 꽃물 들인 불꽃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을숙도 찾은 ‘귀한 손님’ 하늘다람쥐 다시 날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메인작품 10억대… 엘시티, 공공미술 설치도 ‘매머드급’ 국제신문 04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주민 80% “관문공항 필요해”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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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활발한 부산 40대 ‘동남권 관문공항’ 86% 압도적 

지지
부산일보 03면 종합

공항 건설 때 고려할 사항 ‘항공기 안전한 이착륙’ 1위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울·경 힘 모아 “김해신공항 불가” 대국민 여론전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초읽기 … 부울경, 국토부와 곧 담판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남권신공항 지렛대로 부울경 민심잡기 나선 與 서울경제 08면 정치

“김해공항 NO” 부울경 의원들 국회서 외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공동결의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오늘 부울경 의원 공동주최 김해신공항 대국민보고회
경남도민일보 04면 

자치의정

경·부·울,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론몰이’ 경남신문 02면 종합

“환경·경제성·확장성 고려한 관문공항 건설해야” 경남신문 04면 종합

“안전성 때문에 김해신공항 더 필요하다” 경남일보 02면 종합

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공동결의문’ 채택 경남일보 02면 종합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인하 초읽기 부산일보 13면 지역

금정구
시민 손으로 만든 ‘금정산 고당샘’ 관리 주체 없어 ‘낙서 테러’ 

수난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꿈의 행복타운’ 놓고 기장군-군의원 갈등 점입가경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허락없이 싹둑 … 해운대서 산림훼손 잇따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5/28

부산 시정

부산역에 800억 규모 창업 밸리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역에 대형 창업밸리 조성한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제 2의 동향원 사태’ 막는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시민 거주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서 A형간염 접종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항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신축 ‘없던 일로’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항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안한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해양 요람’ 북항 재개발지역 보호관찰소 입주 추진 파문 부산일보 01면 종합

화물연대 내달 1일 부산항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 부산일보 04면 종합

복지부 “도입” 문체부 “반대”… ‘게임중독’ 질병 분류 놓고 충돌 부산일보 17면 경제

‘게임중독은 질병’ 도입 땐 부산 치명타 국제신문 02면 종합

풍랑주의보에 운항 소형 선박 전복 2명 실종 부산일보 10면 사회

태풍급 강한 비바람 부·울·경 강타 부산일보 10면 사회

“내년 FIATA 총회, 세계해양포럼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 부산일보 28면 인물

“안전운행 통한 고객신뢰 쌓기… 경영개선 밑거름 만들 것” 부산일보 29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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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가족 공동체 ‘고령사회 안전판’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모든 보건소에서 A형 간염 예방접종 가능 국제신문 08면 사회

재개발·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 나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재정분권 현장 목소리 부산서 수렴 국제신문 04면 종합

장애인 돌보랬더니 금전 착취한 장애인 시설 국제신문 10면 사회

미자격 업체에 급식 맡긴 공립 어린이집 국제신문 10면 사회

태풍급 강풍에 폐유 7t 실은 선박 침몰 국제신문 09면 사회

윤창호법 이후 잠시 주춤하더니… 술 취한 핸들 다시 증가세 국제신문 06면 기획

소주 1병 마신 상황 5분 주행 동안 추돌 등 4차례 사고 국제신문 06면 기획

지자체들,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바람 국민일보 16면 사회

부산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추진 논란 국민일보 17B면 사회

“무분별한 현금복지 이제 그만” 중앙일보 16면 종합

부산 대형 시설 장애인 13.3% “자립 희망” 한국일보 14C면 부산

환경교육 활성화 팔걷은 부산 정책토론·프로그램 개발 앞장 서울경제 32B면 전국

오늘 부산시 골목상권 상생협력 간담 서울경제 32B면 전국

이재명, 은근슬쩍 관사 재사용 내일신문 06면 자치

부산시 ‘환경교육 학습도시’ 첫발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부산 경제

해외바이어 상담회 계약 대박 터졌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지역 하도급 참여 인센티브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부산일보 18면 경제

‘초대형 전시장’ 이 마이스 산업 성장 이끈다 부산일보 21면 교통

핀테크를 논하다 ‘국제금융 콘퍼런스’ 부산일보 18면 경제

차부품·조선기자재사 부산 투자 러시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하도급 홍보 세일즈단’ 드디어 일 따냈다
국제신문 14면 

글로벌경제

IT·IoT 적용한 스마트양식장 기장군에 2021년까지 조성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개장 땐 오시리아 年 2000만 명 찾을 전망 국제신문 16면 특집

해안 절경에 야생화 감상 재미 더하는 바다 산책길도 국제신문 16면 특집

부산 크루즈 관광객, 쇼핑·먹거리 ‘아쉬워’ 한국일보 14C면 부산

가유·에스엔시스 부산에 투자 협약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정치

文 오르고 與 내리는 ‘디커플링’ 지지율 심화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해결사’ 부상한 김경수 2심 판결에 쏠린 눈 부산일보 03면 종합

해양자치권 확보할 특별법 제정 요구 줄이어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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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PK 정치인·지자체장들, 국회서 “동남권 신공항” 여론전 경향신문 06면 정치

부산 문화

더 가까워진 무대… 거리로 나온 세계 마술사들 부산일보 25면 문화

부산항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부산시 ‘낭만 카페’ 35곳 선정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분위기 좋은 카페, #바다 뷰 … ‘인스타 감성’ 부산 카페들 한국경제 28면 전국

부산 낭만카페 35곳, 관광명소로 만든다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최종 결정해 관문공항 조속히 건설해야” 부산일보 01면 종합

吳 “관문공항 명백한 경제 이슈” 金 “TK와 지역갈등 어불성설” 부산일보 03면 종합

“국가균형발전, 최우선 판단 기준” 부산일보 03면 종합

‘남북방향 활주로’ 가덕신공항 새 건설안 주목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울경, 국회 총출동… “총리실서 관문공항 결정해달라” 국제신문 03면 정치

부산 민주-한국당 신공항에 명운 내년 총선 ‘가덕 vs 김해’ 국제신문 03면 정치

PK 단체장 “김해 신공항, 동남권 관문 역할 못해” 서울신문 06면 정치

“김해공항 확장으론 ‘관문’ 역할 못해”
아시아투데이 04면 

종합

PK단체장·의원들 국회서 “김해공항 확장 불가” 조선일보 08면 정치

“김해신공항, 관문 역할 못한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 ‘김해신공항 백지화’ 압박 매일경제 08면 정치

동남권 신공항 ‘공론화’ 국회로 넘어오다 머니투데이 06면 정치

與 신공항 딜레마…PK 달래자니 TK 걸리네 서울경제 08면 정치

부·울·경 여권 인사들 “김해신공항 재검토해야” 아주경제 02면 종합

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역할 못해”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총리실로 이관될까 경부울 총력전 돌입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역할 못 해 `한목소리` 경남매일 03면 종합

김 지사 “김해신공항은 前 정권의 정치적 결정”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울·경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경남일보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역할 못해”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울경 단체장 총출동 ‘여론몰이’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울·경 “김해 신공항은 아닙니다” 내일신문 06면 자치

사상구 사상구의회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 전원 고발 부산일보 13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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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한국당 사상구 의원들 

고발당해
국제신문 08면 사회

영도구 목조건물 화재 ‘비상’… 보험 못 든 영도 공장 ‘피해 눈덩이’ 부산일보 11면 사회

5/29

부산 시정

부산시, 횡단보도 1252곳 더 늘린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횡단보도 1252곳 추가 설치 국제신문 02면 종합

BRT 운촌~중동 구간 31일 개통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 운촌~중동 BRT 31일 개통 국제신문 10면 사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위해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늘리기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도시공원 보존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시내 50로 달리면… “소요시간 3분, 요금 400원 늘어”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지역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5년간 54억 원 유용 부산일보 05면 종합

유용 예산 50여억 원 용처 규명해야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 산하기관 임원 일괄 사표 강요 수사 부산일보 10면 수사

“미, 55보급창 반환하라” 시민운동본부 본격 활동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봉안·매장시설 포화… “이젠 어디로 모셔야 하나” 국제신문 08면 지역

해수욕장 해파리 퇴치 용선 계약 ‘졸속’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4급 공무원 ‘황제 출퇴근’ 의혹 국제신문 08면 지역

국공유지 공원 부지 지정효력 10년 연장 경향신문 01면 종합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에 폭탄 넘겨”… ‘도시의 허파’ 지키기 

한계 
경향신문 14면 전국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추진… 동북아 해양수도 만든다 세계일보 13면 기획

“경부선 철로 지하화 프로젝트 원도심 획기적으로 개조할 것” 세계일보 13면 기획

내 땅에 있는 남의 묘,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세계일보 02면 종합

올해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슬로건은 ‘비움과 다시 쓰기’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경제

관광·마이스 ‘부산 핵심산업’으로 키운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컨트롤타워 만들고 지역기업 키울 파격 정책 내놔야 부산일보 03면 지역

전경련·부산관광공사 MICE 활성화 ‘MOU’ 부산일보 03면 지역

부산 ‘알짜 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부산일보 19면 기업

로드트랙터 연료 LNG 전환 시범사업 나선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시,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4곳 선정 부산일보 20면 노동

고령자 친화 기업 부산 4곳 지원 선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부산일보 16면 기업

국비로 클라우드컴퓨팅 인재 키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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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벡스코서 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 부산일보 10면 사회

개별여행 늘며 지역 여행업계 휘청 국제신문 01면 종합

대형 여행사에 밀리고, 트렌드 못따라가 고사 위기 국제신문 03면 종합

‘이윤보다 가치’ 금융지원… 자금난 사회적경제기업 부축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장애인 복지 등 지역 문제 대학과 함께 푼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지자체가 협력해야 지역이 산다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산 정치

“중도층 잡아라” 인재 영입 나선 민주 ‘우클릭’ 한국 ‘좌클릭’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태호 PK 출마 ‘환영’, 내 지역구는 ‘노 터치’ 부산일보 08면 정치

전재수 vs 장제원… 내년 총선 낙동강벨트 사령탑 맡나 국제신문 04면 종합

복지부-문체부 ‘게임중독 질병’ 갈등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문화

세계의 춤, 부산서 피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몽골 ‘말춤’ 일본 ‘3인 탱고’… 해운대 해변 달군다 국제신문 21면 문화

부산에 뿌리내린 전통무예 ‘수박’ 국가문화재 지정 첫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진위, 7년 만에 진정한 부산시대 개막 국제신문 21면 문화

부산문화재단, 지원금 제도 다양한 시도 활발 국제신문 22면 기획

‘김두량 필 삽살개’ 등 5건 부산시 문화재 지정 국제신문 21면 문화

세계 유명 마술사 50여명 부산에 모인다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 항공

부품산업 

육성책 논의

‘부산 미래먹거리’ 항공부품산업 육성책 서둘러야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고부가 항공부품업 육성 서둘러야”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시급… 최적 대안은 ‘항공부품산업’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미래 먹거리 항공부품산업 제조기반 취약…육성전략 

시급”
서울경제 27B면 전국

부산광역권 

일자리

박람회

‘부산광역권 일자리 박람회’ 내일 개최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 130개 기업 내일 730명 채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우수일자리 한자리서 찾는다 매일경제 30면 전국

부산광역권 일자리박람회 30일 벡스코서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일자리 박람회 내일 벡스코서 개최 경남일보 06면 지역

동남권

신공항
변광용 거제시장 “동남권 관문공항 지지”

경남도민신문 07면 

지역

기장군 ‘4각 구도’ 기장군 벌써 총선 모드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진구
“그린닥터스, 전포복지관 의무 불이행” 사상 첫 계약 취소 부산일보 10면 사회

전포복지관 결국 위탁 해지… 구가 직영키로 국제신문 08면 지역

사상구 ‘첨단’에 뿌리 뽑힌 사상공단 ‘뿌리산업’ 부산일보 17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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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사하구 다대 ‘험난한 조선소 가는 길’ 대대적 정비 나선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서구 천마산 산복도로 ‘피란수도 흔적길’ 생겼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5/30

부산 시정

부산시 “장애인 자립 지원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장애인 권익 요구안 적극 수용”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장애인 권익향상 4대 요구안에 “공감” 한국일보 14C면 부산

방과후 초등생 돌봄센터 3년내 75곳 연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의회, 버스 준공영제 ‘수술 예고’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대중교통 무상으로 전환해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미군 55보급창, 시민 품으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미군 55보급창 반환 시민운동본부 출범 국제신문 08면 사회

市, 3D 지도 완성까지 대책 없다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대한노인회, 지자체 대신 경로당 ‘불법 정산’ 부산일보 10면 사회

“美 생화학 실험, 대규모 주민대회로 저지”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1분기 출생아 작년보다 600명 줄어 부산일보 13면 지역

부산 마을버스 임협 극적 타결 노사 ‘시급 8370원’ 인상 합의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울경도 전문가도 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委… 지역민 격앙 국제신문 03면 종합

“김해경전철에만 있는 500원 환승요금 없애달라” 국제신문 08면 사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발족… 13개 기초단체 모였다 서울신문 14면 전국

‘해양수도 부산’ 혁신 발전 방안 모색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내달 11일 ‘릴레이 시네마 잡담’ 개최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 마이스 키워서 부산 경제 살리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5배 마이스… 지역 핵심 산업으로” 부산일보 05면 지역

부산 마이스 포럼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시, 관광·마이스 산업 키워 새 먹거리 찾는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정부, 신항 어업 피해 보상 ‘100억대 감정평가 수수료 폭탄’ 

맞나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재개발·재건축 ‘메이저 건설사 독식’ 심화 부산일보 17면 경제

“산학연 연구단지 조성 10년의 노력, 정부 사업으로 확대 

뿌듯”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해양콘퍼런스 개최 국제신문 02면 종합

벡스코 용역업체 직원 정규직화 갈등 국제신문 14면 경제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 대상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 

주목
중앙일보 U01면 금융

6월에도 채용박람회 잇따라 한국경제 26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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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PK 한국 조직 개편 ‘초읽기’ 핵심 키워드는 ‘전투력 강화’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치동지에서 라이벌이 된 두 사람 ‘얄궂은 동행’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총선 앞둔 물갈이 분위기 극과 극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민주당 직능위 출범… 사실상 총선 출정식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시민 56.7%, 문 대통령 업무수행 부정 평가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 문화

부·울·경 ‘남해안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힘 합친다 부산일보 05면 지역

이번 주말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 가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지역 3개 해수욕장 내달 1일 조기 개장 국민일보 15B면 사회

건축전문가 초청 ‘부산문화유산특강’ 개최 부산일보 21면 문화

아트부산 일으키기 8년 “다들 안된다고 했지만…” 중앙일보 23면 문화

상반기 국내 최대 미술 장터 오픈 한국일보 14C면 부산

내일 부산 벡스코서 ‘아트부산 2019’ 개막 경남신문 15면 인물

을숙도서 낙동강 자전거 페스티벌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세계평화 숲 조성 기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시에 기탁 경남일보 12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포화상태’ 대구공항, 확장 결정… 김해공항도 검토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금융중심지 

활성화 

간담회

‘부산 금융중심지 도약’ 市·지역 금융기관 머리 맞대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오늘 금융중심지 활성화 간담회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찾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민선 

7기 대규모 

조직 개편

부산시 민선 7기 세 번째 대규모 조직 개편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경남도 ‘서울기지’에 젊은 피 배치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관광산업국·건축주택국 신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관광산업국·건축주택국 신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관광정책 총괄조직 신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관광산업국·건축주택국 신설 경남일보 07면 지역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하 안전평가’ 없이 지어졌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연약 퇴적층 위 국제신도시’ 느슨한 건축 허가에 흔들리는 

안전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북구 구포개시장, ‘초복’ 전 폐업 합의… “전국 첫 사례” 환영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구 혈세 들여 심은 나무 고사·무단벌목 수난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운봉산 복구 위한 첫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88㏊ 불탄 운봉산… 자연 복원·인공 복구로 나눠 살린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5/31 부산 시정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안고 부산號 힘찬 출항!! 부산일보 33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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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으로 개최지 옮겨 ‘2030등록엑스포’ 본격 유치 돌입 국제신문 M03면 특집

“경로당 보조금 통합 지원” 부정 소지 없앤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봉툿값 인하는 타 區로 청소비용 떠넘기기” 부산일보 11면 사회

“정부, 공원 일몰제 폭탄 돌리기 중단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市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부 국제신문 26면 인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키운다 시, 5개년 육성계획 만들기로 파이낸셜 01면 종합

사업장 기술지원로 미세먼지 감축 나서 경남매일 16면 경제

낙동강청, 미세먼지 저감 나선다 경남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BRT 전 구간 완전 개통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경제

르노삼성 “청년 창업·취업 꿈을 응원합니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국회 첫삽 ‘수소충전소’, 부산엔 7월 들어선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혁신사업 투자 전략 3일 전문가들 머리 맞대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디자인센터, ‘진흥원’으로 이름 바꾼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공시지가 ‘서면 LG유플러스’ 최고, ㎡당 4020만 원 부산일보 14면 경제

한·일 어업협정 표류 수산업 피해 1939억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해양·항만 독보적 경쟁력 갖춰 자치분권 성공모델 기대” 부산일보 27면 인물

해양수산 기관들 “지역 기업에 첨단 기술·정보 지원” 국제신문 01면 종합

“세계 2위 환적항 부산, 배후단지 활용 고용·부가가치 창출을” 국제신문 04면 사회

장하용 교수 “무인항만, 추진 속도·방법 고민해야” 국제신문 04면 사회

“해양수도 개념 구체화, 정부와 타 도시 설득논리 개발 필요” 국제신문 05면 사회

수산업 세계화를 위한 제언 국제신문 05면 사회

“부산, 공간 문화재생·해양도시 전환 꾀해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땅값 지난해보다 9.75% 올라 국제신문 14A면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신임 대표 각오 밝혀 국민일보 24면 인물

4차 산업혁명시대 깸 OPCS 교육혁신 화제 한국일보 14C면 부산

르노, 부산청춘희망카 사업 발대식서 트위지 전달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스타트업 육성소 ‘KRX·IBK창공’ 개소 파이낸셜 04면 부산

‘KRXᆞIBK 창공’ 부산서 문 연다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 정치

PK 한국 인재영입 딜레마 부산일보 08면 정치

레미콘 공장 허가 놓고 여야 총선 기싸움 부산일보 08면 정치

기남형 의원 보좌관 국회의장 표창 국제신문 27면 인물

부산 문화 ‘부산국제록페’ 2차 라인업 “소리 지를 준비됐~나요?” 부산일보 23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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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관광 매력물, 부산 브랜드화 기여… 공감대 형성은 꼭 

필요”
부산일보 04면 부산

6월 부산은 ‘해양축제’에 풍덩 국제신문 15면 경제

당장 내일 개장인데…손님맞이 준비 덜된 해수욕장 국제신문 06면 종합

625 당시 대한민국 심장부… ‘1023일간의 피란’ 기억 소환 국제신문 11면 기획

부산가톨릭센터,  1987년 6월항쟁의 불씨 다시 당긴 

민주화운동 성지
국제신문 11면 기획

‘국내 最長’ 부산 해상케이블카 찬반 논란 거세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해양레저의 즐거움이 넘친다 경남매일 11면 스포츠

중국 

철강업체 

부산 진출 

시도

중국 철강업체, 부산 미음산단에 공장 설립 추진 국제신문 14면 경제

中 대형 철강사, 부산에 공장건설 추진… 철강협회 강력 반발
아시아투데이 14면 

산업

中 업체에 문 열어준 부산시 … 국내 철강社 “우린 다 죽어” 한국경제 17면 산업

부마항쟁 부마항쟁 편의대 고백 홍성택 씨 오늘 마산 찾는다
경남도민일보 06면 

사회

강서구 생곡 음식물 처리 시설 고장 내달 15일까지 1기 가동중단 국제신문 10면 사회

기장군 최상품 ‘기장 미역’ 위한 연구 박차 부산일보 39면 특집

해운대구 “해운대 교통난 가중” vs “지역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부산일보 04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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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산 시정

국비 확보 사활 市, 예타 통과 총력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7급 공무원, 두 달간 체육관 대관료 2000만 원 횡령 부산일보 10면 사회

“경로당 보조금 유용, 진상 파악 촉구”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1억여 원 부당 사용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장애인체육회, 예산 ‘흥청망청’ 사실로 국제신문 08면 사회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 6일 재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여성 숙직’ 신청 저조… 전체 여직원 3%도 안돼 국제신문 10면 사회

인도 없어 차도로 내몰리는 주민 ‘아찔’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남북교류 선도로 물류거점 입지 굳혀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 예산결산도 시민의견 반영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시, 선진 낚시문화 홍보·캠페인 서울경제 31B면 전국

낙엽을 퇴비로…음식물 자원화… 지자체들 ‘재활용 행정’ 속도 서울경제 29면 환경

“복지재정 분담체계 변화없이 재정분권 불가능”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내년 개통 경전선 부전~마산 광역도시철도 기능 빨간불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 머리 맞대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산 경제
최종구 “부산지역 창업공간 확대 적극 고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패키지 여행 전방위 안전점검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정치

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 공모 9명 신청 부산일보 08면 정치

총선 코앞인데… 관직에 발 묶인 범여권 인사들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여야, 내년 총선 여성·청년 공천 확대 딜레마 국제신문 04면 종합

“심상찮네” 與 PK의원들 지역구 눈도장 분주 한국일보 04면 정치

경·부·울, ‘남해안 고속화철도 조기 개통’ 대정부 건의 경남신문 03면 종합

부산 문화

활짝 열린 부산 해수욕장, 피서객 ‘북적북적’ 부산일보 11면 사회

서부산 영상센터 건립지·운영조건 원점 재검토 국제신문 09면 사회

국내외 메이저 갤러리 참여 ‘아트부산’ 거침없는 하이킥 국민일보 24면 문화

8년만에 세계 미술계 중심에 선 ‘아트 부산’ 매일경제 35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TK·수도권 주민 절반 이상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하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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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5.1%·TK 57.3% “김해공항 확장안 오류 바로잡아야” 부산일보 03면 부산

‘동남권 관문공항’ 함께 걸으며 응원해요 부산일보 03면 부산

부산

~싱가포르 

항로 개통

부산~싱가포르 하늘길 따라 문화교류 날갯짓
아시아투데이 15면 산

업

직항 개설 부산~싱가포르, 전방위 교류 활발해진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市, 부산~싱가포르 교류 활성화 양해각서 체결 파이낸셜 29면 인물

김해-싱가포르 주4회 취항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KRX·IBK 

창공

창업플랫폼 ‘KRX·IBK 창공’ 문 열었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투자·펀딩·멘토링… 부산 창업 3박자 척척 국제신문 17면 경제

‘창공 부산’ 창업기업 500개 발굴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잠재력 큰 부산 창업기업 밀어준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마항쟁 부마항쟁 편의대원 “집회 주동자 색출이 내 일”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강서구
생곡음식물처리시설 고장… 구·군, 민간시설서 긴급 처리 부산일보 11면 사회

명지국제신도시 ‘지반침하 사후검사’도 안 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금정구
與 금정구 지역위원장 공모경쟁률 4 대 1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산성터널 금정측 회동IC 폐쇄 경남일보 07면 지역

동구 동구 망양로 전 구간 연결 산복도로 보행길 조성 착수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래구 물품구매·성금 요구… 가짜 공무원 ‘조심’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커지는 동물권 목소리… 부산 구포개시장 문 닫는다 국민일보 18A면 사회

사상구 음주운전·술값 시비…지방의원 일탈 여전 서울경제 31면 전국

연제구 발파 진동 수치 조작 의혹 ‘이마트타운 연산점’ 공사 ‘올 스톱’ 부산일보 10면 사회

중구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부산일보 10면 사회

‘1심 당선무효형’ 윤종서 중구청장 항소 고심 중 국제신문 08면 사회

중구 산리마을 15가구 쿨루프 조성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일 많아 깜빡” … 구청 황당실수로 유람선 재허가 어민 분통 국제신문 08면 사회

6/4

부산 시정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산일보 28면 인물

호천마을주민협의회, 올해 ‘부산녹색환경상 대상’ 부산일보 11면 사회

6일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실험 환경부-농민 정면 충돌 우려 부산일보 01면 종합

“눈으로만”…노후건축물 외벽 점검 ‘주먹구구’ 부산일보 10면 사회

“구명조끼, 알아서 쓰라”… 연안 유람선 여전한 ‘안전 불감증’ 부산일보 03면 사회

헝가리 사고 ‘악몽’ … 부울경 유람선·도선도 안심 못한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전국 타워크레인 기사 무기한 파업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대개조 정책 투어 국제신문 09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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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북항 ‘구름다리’ 위용… 지식플랫폼도 완공 눈앞 국제신문 14면 경제

해운대~사상 고속도로 완공 땐 김해공항까지 32분 주파 국제신문 09면 사회

“돈 없다”… 노인보호시설 닫겠다는 부산시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해수담수 산업용수 전환’ 헛물 켜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공무원 체육관 대관료 2460만원 빼돌려 국제신문 09A면 사회

“민자 끌어들여 개발위주 정책… 부산시 공공성 잃어” 국제신문 28면 인물

‘지진·침수 일상화’… VR로 대피교육·드론관제체제 만든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지역별 열섬 분석… 폭염·온열질환 발빠른 대응 국제신문 06면 기획

임진강·한강 ‘탈북 멧돼지’ 막아라 … 돼지열병 차단 총력 중앙일보 20면 전국

부산 경제

푸드엔·태웅 등 14곳 ‘부산 고용우수기업’ 선정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고용우수기업 14개사 선정 파이낸셜 04면 부산

캠코 등 8개 공공기관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약 부산일보 18면 경제

캠코 등 8개 공공기관 BEF 2년차 ‘출발’ 한국일보 16C면 부산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2만㎡로 확대 부산일보 17면 경제

‘골든타임’ 놓친 르노삼성, 마지막 기로에 섰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르노삼성 협력업체 고사 현실로 국제신문 01면 종합

“신발·섬유업체 동남아로 이탈 대안은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국제신문 01면 종합

“2030년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땐 취업 효과만 50만명” 서울신문 17면 기획

부산~싱가포르 하늘길 저비용 항공도 뜬다 세계일보 13B면 전국

부산ᆞ싱가포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경남매일 15면 경제

경진원 인증 부산 창업社 3개 클럽 신규 89개 기업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서 투자유치 설명회
경남도민일보 08면 경

제

부산 정치

양정철, ‘침묵’보다는 ‘정면돌파’ 택했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하루 동안 박원순·이재명 면담… 양정철, 보란 듯 ‘존재감 행보’ 경향신문 08면 정치

서로 맡으려던 한국당 시당위원장 “할 사람이 없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PK서 보폭 넓히는 지역 출신 여성 의원 부산일보 08면 정치

총선 최대변수 文 지지율 ‘심상찮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한국당 공천 수싸움… 서로 “니가해라, 시당위원장” 부산일보 04면 종합

민홍철 의원, 페북 정치 `활발`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문화

동래향교, 市 지정문화재 2점 부산박물관에 기증 부산일보 25면 문화

부산관광공사 새 BI선정 부산일보 15면 경제

“손흥민 온다” A매치 매진…부산 굵직한 스포츠 경기 봇물 파이낸셜 02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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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탁구대회·동아시안컵…부산시 ‘스포츠 메카’로 뜬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전통ᆞ현재 공존 아랍 모습 재조명 경남매일 08면 문화

부산, 국제 스포츠 메카 자리 매김 경남일보 17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시작됐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민선 7기 부산정책 인지도·만족도 ‘관문공항’ 가장 높아 국제신문 10면 사회

경남의회 특위ᆞ부산 공항 TF 건설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 경남매일 03면 종합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부산시 5년 연속 수상 쾌거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수상’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 일자리 우수사업 전국 최고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강서구
강서구 ‘의료 공백’ 해소될 수 있을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시공사에 셀프 용역 맡긴 경자청·구청 부산일보 01면 종합

동구

동구에 첫 청소년 지원센터 문 열어 부산일보 11면 사회

서·해운대구 마다한 금당다우 고택 동구 “우리 지역서 복원 

추진하겠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구 서구, 암남동 조개구이촌과 상생 하세월 국제신문 10면 사회

수영구 개장 앞둔 광안리해수욕장, 때아닌 ‘쥐 소동’ 국제신문 08면 사회

영도구 영도구, 전국 첫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조례 제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중구 윤종서 중구청장 항소 뜻 밝혀… 뒤숭숭한 중구 국제신문 08면 사회

6/5

부산 시정

오거돈 시장 “시민공원 주변 65층 아파트 조정할 것”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시민공원 공공성 확보하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오거돈 시장 “시민공원 주변 고층아파트 반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북항 재개발-원도심 순환 교통망 구축 부산일보 04면 종합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확대 부산일보 04A면 종합

속도 내는 ‘온천천 통합 관리’ 동래·금정·연제구 합동 토론회 부산일보 10면 사회

“낙동강 하굿둑 일대 난개발 즉시 중단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탄저균 실험 의심 8부두서 철도노동자 작업 중지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신도시 개념 넘어 최첨단 미래도시·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 부산일보 29면 인물

조현병 환자 등록강화·24시간 응급대응 체계 마련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환경공단, 오늘 세계 환경의 날 대잔치 국제신문 10면 사회

수상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만든다 국제신문 11면 사회

“승객 태운 택시 BRT 운행 허용해야” 국제신문 10면 사회

살충제 뿌린 뒤 전기 모기채 사용 ‘절대 금물’ 국제신문 10면 사회

싼 가격에 장기임대 보장 취약계층 주거안정 한몫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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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32년 만에 내일 시범 개방… 농민들 강력 반발 국민일보 18B면 사회

연결·혁신·균형 세 방향으로 시민의 삶 살린다 중앙일보 C01면 기획

엑스포 유치에 필수 동남권 관문공항…경부선 철로 지하화로 

도시재생
중앙일보 C02면 기획

동부산 대개조의 핵심…센텀2지구,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탄력
중앙일보 C03면 기획

해운대·광안리 앞바다 국내 최장 4.2㎞의 해상 케이블카 

건설되나
중앙일보 C03면 기획

부산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수상 경남매일 13면 인물

부산시,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경제

부산시, 서비스 신산업 지원 챗봇 관광안내 등 9개 선정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시, 서비스 신산업 지원… “챗봇이 관광 안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관광정보 챗봇 등 생활밀착 서비스 지원 파이낸셜 04면 부산

철도산업 생생 취업정보 14일 벡스코로 오세요!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12일 벡스코서 개막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도시재생 성공작 ‘남일이네 생선가게’ 문 닫았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 참가사 19일부터 조기신청 국제신문 14면 경제

고용은 뒷전… 취업박람회 참가 기업 ‘잿밥’에만 관심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남권 20년 넘은 노후산단 73%… 고도화 시급 국제신문 14면 경제

남부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블록체인 기술 발전 위해 

‘맞손’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시 서비스 산업 개발 과제 9개 선정 서울경제 29B면 전국

“동남권 산단, 청년 창업 연계시설 힘써야” 경남신문 11면 경제

부산 정치

‘과도한 행보’ 논란 양정철 부산·경남도 업무협약차 방문 부산일보 08면 정치

양정철 ‘지자체 순례’ 다음주엔 부산-경남 오거돈-김경수와 

회동
동아일보 06면 정치

양정철, 이번엔 오거돈·김경수 만나러 PK로 조선일보 06면 정치

총선 앞으로!… ‘3철’ 민주당 전면에 나서 한국일보 05면 정치

조경태 “노무현 국민통합 뜻 받들어야” 여야에 쓴소리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 출범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 공천 늦어지고 전략공천 늘어날 듯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문화

‘이색 특강·해변 영화관’ 부산 바닷가, 밤이 더 즐겁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더 나은 공존 위해… 예술로 만나는 반려동물 부산일보 25면 라이프

연습도 공연… 부산시향 최수열의 실험 국제신문 21면 문화

직원합창단 꾸려 청장 1주년 축하공연 기획 “아직 이런 일이” 국제신문 09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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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만 녹음하던 시대는 끝… 유튜브 영상의 힘 주목하라 국제신문 22면 기획

쑥쑥 자란 ‘아트부산’… 국내 최대 미술축제로 자리매김 세계일보 22면 공연

부산에 매머드급 스포츠 이벤트 몰려온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불꽃쇼·K팝…해수욕장서 돈버는 지자체 매일경제 26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PK 단체장·국토장관, 내주께 ‘김해신공항’ 마지막 담판 국제신문 05면 종합

경남·부산 의회,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경남도의회·부산시의회 김해신공항 재검토 촉구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김해신공항 접고 관문공항 추진하라” 경남매일 03면 종합

경남도의회 특위 “김해신공항 적합성 재검토해야” 경남신문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적합성 재검토해야”  경남도·부산시의회 

공동결의문
경남일보 02면 종합

자동차부품 

품질

인증센터 

개소

부산 자동차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 개소 국제신문 18면 경제

차부품 기술력 높인다… ‘품질인증센터’ 개소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에 車부품 기술개발 연구센터 매일경제 26면 전국

車부품 품질인증, 부산시가 도와요 서울경제 29B면 전국

중소업체 車 부품 품질관리 쉬워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車부품 글로벌품질인증센터 부산시 미음동에 문 열어 한국경제 30A면 지역

중국 

청산강철 

부산 진출 

시도

철강·자동차 업계 “중국 철강사, 부산에 냉연 공장 신설 반대” 국민일보 21면 경제

철강업계, 中업체 부산 투자에 큰 반발 동아일보 B04면 경제

고로 가동중단 위기 … 어수선한 철강업계 매일경제 17면 기업

‘業 모르는’ 지자체에…울고싶은 철강사 서울경제 13면 산업

중국 청산강철 부산 진출 지역 철강업계 반발 거세 경남도민일보 09면 경제

창원상의, 부산시에 “中 청산강철 유치 철회를” 경남매일 01면 종합

“국내철강 다 죽는다… 中 청산강철 유치 철회를” 경남신문 01면 종합

창원상의, 부산시에 中철강업체 유치 철회 건의 경남일보 09면 경제

타워크레인 

파업

일제히 멈춘 타워크레인 … 부울경 건설 현장 ‘올스톱’ 부산일보 03면 경제

국토부 “노동자 임금 인상 해결에 최선… 소형 크레인 퇴출은 

불가”
부산일보 03면 경제

타워크레인 부산서만 105대 스톱… 공사 현장 26곳 ‘마비’ 국제신문 03면 종합

신축 빌딩·아파트 공사 대부분 ‘스톱’… ‘밥그릇 파업’ 비난 

일어
세계일보 05면 경제

강서구
‘침하 불안’ 명지지구 건물 전수조사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지하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법보다 우선” 판단 부산일보 10면 사회

남구 우암선 부경대역까지 연장 검토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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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 부산 남구 ‘최우수상’ 수상 국제신문 26면 인물

부산진구 “부전천 복원 재추진 검토” 또 정책 뒤집은 市 국제신문 01면 종합

6/6

부산 시정

부산시 “남강댐물 포기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새로운 취수원 찾고 낙동강 수질 개선… ‘투 트랙 전략’ 추진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시 “남강 물 달란 말 더는 않겠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유람선 안전사고 예방 ‘총력’ 부산일보 04면 국제

갈맷길 탄생 10돌… ‘걸으며 행복’ 삶의 힐링을 선물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24시간 정신질환자 대응팀 만든다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시, ‘조현병’ 응급개입팀 24시간 가동 한겨레 12면 전국

부산시,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대책 추진 한국일보 12C면 부산

정신질환자 사건 사전에 막는다 부산, 응급개입팀 24시간 

운영
헤럴드경제 10A면 전국

부산 경제

세계 1위 스테인리스 업체 부산 진출 놓고 논란 부산일보 03면 종합

철강업계 연이은 악재로 ‘신음’ 한국경제 13면 산업

르노삼성 노사 재협상 협의 결렬… 노조 전면파업 돌입 부산일보 10면 지역

르노삼성차 전면파업 돌입 경제계·협력업체 망연자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래 행복주택 10~14일 청약 접수 국제신문 12면 경제

공공기관·기업, 부산청년일자리 창출 협력 다짐 국민일보 24면 인물

지역 15개大 산학협력사업 ‘탄력’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지역 현안 챙기는 시즌’ 여야 의원 점수 따기 경쟁 부산일보 06면 정치

“지역민 권리 침해 네이버 규탄한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정책 지방분권·민주주의 근간 훼손” 국제신문 05면 정치

양정철, 내주 오거돈·김경수와 정책 협의… 총선연대 논란 국제신문 04면 종합

문 대통령 최측근 ‘3철’ 총선 전면에 국제신문 04면 종합

총선 앞둔 부산 與 ‘우클릭 공들이기’ … 野는 ‘계파갈등’ 걱정 국제신문 05면 정치

혁신도시 시즌2, 다시 불붙는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전’ 한겨레 01면 종합

정부, 공공기관 이전 ‘뜸들이기’…”총선 닥치면 늦는다” 지적 한겨레 13면 전국

민주당 대선 잠룡 줄줄이 띄워… 총선 흥행 벌떼전략 한국일보 04면 정치

부산 문화

‘BTS 색’으로 물드는 부산, 전세계 ‘아미’들에게 눈도장 부산일보 02면 종합

“손흥민·BTS·야구 보러”… 사직에 수만 관중이 몰려든다는데 부산일보 08면 사회

더 큰 공연장 변경요구 폭주 … BTS ‘부산 소집’에 설레는 팬심 국제신문 20면 문화

“BTS 온다” 부산이 들썩 경향신문 10면 전국

부산시, 호주전 위해 구덕운동장 개방 부산일보 13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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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장인들의 비법 알차게 배워요” 부산일보 14면 문화

“단원들 연주 집중하도록 장학금 제도 마련돼야”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 ‘옛 동래역사’ 등록문화재로 고시 헤럴드경제 10A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오거돈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 국토부 아닌 부·울·경이 정할 

일”
부산일보 06면 정치

“동남권 관문공항 2021년 첫 삽”… 오 시장의 희망사항? 국제신문 04면 종합

“인천공항 대체할 동남권 국제공항 필요” 파이낸셜 01면 종합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

낙동강 하굿둑 오늘 밤 ‘개방’ 40분간 바닷물 50만t 유입 부산일보 01면 종합

오늘 낙동강 하굿둑 개방… 인근 농민 반발은 여전히 변수 국제신문 06면 사회

오늘 낙동강 하굿둑 개방… 농민들 “농사 망친다” 동아일보 12면 사회

낙동강 하굿둑 32년만에 개방…4대강 하구 생태복원 시험대 한겨레 09면 환경

낙동강 하굿둑 수문 40분간 연다… 실증실험 추진 한국일보 12C면 부산

환경단체 말만 듣고 … 낙동강 수문 32년만에 개방 매일경제 10면 경제

강서구
강서 에코델타시티 의료수학 메카 시동 국제신문 09면 사회

市-수리과학연구소 의료수학센터 유치 협약 파이낸셜 04면 부산

동구 폐교 좌천초,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활용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진구 ‘동물 집단사육’ 피해민원 쏟아진 주민, 결국 동네 떠났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사상구
사상 위생사업소 ‘친환경시설’ 변신 길 열렸다 부산일보 10면 지역

사상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예타 통과 국제신문 04면 종합

해운대구 동백섬 최치원 동상 수호나무가 외래종이라니… 국제신문 08면 사회

6/7

부산 시정

해양 新거점 ‘청학~동삼 벨트’ 급부상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역재생·문화관광·비즈니스 공유하는 ‘창의혁신 공간’ 으로” 부산일보 03면 종합

해양 안전사고 발생 시 부산 앞바다 민간 구조자 총동원 추진 부산일보 04면 종합

미세먼지 청소차 부산항에 투입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부산항 미세먼지 청소차 달린다… 연간 55t 제거 기대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울경 미세먼지 대응할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하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EU 회원 7개국 대사단 ‘해양의 날’ 맞아 부산 방문 부산일보 10A면 사회

꼼수 굴착에 날림 평가 안전 묻힌 지하안전법 부산일보 01/02면 종합

“게임중독이 병이라니”… 부산 게임업체·관련 학과 “어쩌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항 우암 해양클러스터 좌초 위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어린이 대중교통비 무료화 유보 국제신문 08면 사회

얻어맞는 공무원 너무 많아서… 민원실 경찰 호출벨 만들기로 국제신문 10면 사회

반값 주택·갤러리·창업공간… 빈집 살아난다 경향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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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의 기준’ 각각… 지자체들 자체 조사 경향신문 02면 종합

‘관리 사각’ 고위험 조현병 환자 일제 조사 세계일보 10A면 전국

봉사로 사회 안전망 만든다 市, 8일 자원봉사 페스티벌 파이낸셜 01면 종합

“경남 발전은 부산 그늘 벗어나야” 경남매일 02면 종합

부산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KDI 예타조사 통과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경제

“동래역 행복주택 오세요” 찾아가는 설명회 부산일보 18면 경제

勞 “부당노동행위 당장 멈춰라” 使 “무노동 임금 보전 주장 안 

돼”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회의전문업체들, 韓·아세안회의 입찰 도전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논란의 복합리조트 추진… 긍정 검토로 사업화 기대” 국제신문 27면 인물

‘勞勞 갈등’ 불거진 르노삼성 전면파업 서울신문 09면 종합

‘파업’ 지도부에 … ‘특근’ 맞선 노조원 매일경제 01면 종합

생산직 절반 이탈한 르노삼성 파업 매일경제 05면 경제

‘세계 4대 철도展’ 12일 부산서 개막 머니투데이 20면 건설

서울관광산업박람회서 부산 매력 알린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복잡다단’ 동부산 정치 지형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경남 토박이 여성 국회 진입 ‘산 넘어 산’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당 “부산·울산 민심 달랠 공공기관 2차 이전 서둘러야” 국제신문 05면 정치

여권, 기·승·전·PK 경향신문 08면 정치

“PK 민심이 심상찮다”…여권, 부·울·경 구애작전 시동 경향신문 05면 정치

심상치 않은 PK 민심에… 민주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 결론 서울신문 06면 정치

PK 민심 달래려고 … 민주당, 공공기관 이전 카드 만지작 중앙일보 14면 종합

부산한국당, 당협위원장·중앙당직자 총선경쟁 국제신문 05면 정치

“나라 위한 선조들의 희생정신 이어받아 평화와 번영 이루자”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부산 문화

부산문화재단 ‘인큐베이팅’ 사업 공모 부산일보 23면 문화

박물관 속 유물들, ‘아트’로 다시 태어난다 부산일보 23면 문화

6월 민주항쟁 32주년을 기린다 부산일보 13면 지역

부산록페, ‘잔나비’ 나비효과에 전전긍긍 부산일보 11면 사회

별도 보고, 공연도 즐기고… 송정으로 모여라 국제신문 18면 IT

“도심 골목 복합문화공간… 작가들과 색다른 작업 기대” 국제신문 27면 인물

밤이면 ‘빛세상’ 변신… 예술이 넘실대는 인싸들 포토존 성지 국제신문 06면 기획

56ｍ 어부·20ｍ 아이… 또 다른 거리예술 대형 그라피티도 

눈길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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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 ‘브이 페스티벌’ 내일 개최 국민일보 15A면 사회

“BTS 온다!” 부산시 전체가 들썩 한국경제 29A면 지역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

“생태계 복원 하굿둑 열어야” 부산일보 02면 종합

낙동강 하굿둑 32년 만에 처음 열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기수 생태계 복원 확인되면 2025년 수문 완전 개방 국제신문 03면 종합

낙동강 하굿둑 시범 개방… 농민들 “농작물 피해” 빗속 

반대시위
조선일보 14면 사회

낙동강 하굿둑 열려라, 을숙도 철새 돌아오라 한겨레 12면 전국

낙동강 하굿둑 32년만에 시범개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낙동강 하굿둑 40분간 개방… 32년 만에 바닷물 유입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낙동강 하굿둑 32년만에 개방… 바닷물 50만t 유입 경남신문 06면 사회

남강댐 

물 포기

25년 끌어온 남강댐 물 부산공급 문제 일단락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남강댐 물 부산 공급 논란 끝낸다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경남-부산 ‘남강댐물 25년 갈등’ 끝났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경남 협조’ 포석? 경남신문 03면 종합

“남강물 요구 않겠다” 경남일보 01면 종합

북구 개 시장 폐쇄에 종업원들 무더기로 일자리 잃을 판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구 ‘깡깡’ 소리 대신 텅 빈 청학동 조선소 공공 활용안 찾는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6/8 낙동강 둑 개방 강행… 농민들 “논밭에 바닷물 들이부은 격” 조선일보 11면 사회

4대강 사업 발표 10년 된 오늘 “16개 보 해체” 동시다발 행사 한겨레 08면 사회

6/10

부산 시정

부산시 ‘시내버스 노선 운영권’ 환수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이르면 9월 2차 개방… 낙동강 수질·생태계 복원 기대감 콸콸 부산일보 03면 종합

‘수난사고 자발적 민간 구조’ 지원한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 의혹 해소 위해 8부두 현장 실사 협조” 부산일보 03면 종합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 난항 부산시-지역민 ‘여전한 간극’ 부산일보 11면 사회

“민원 때문에 견인 줄어”… 견인업계, 경영난 호소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농민, 협의체 구성 ‘하굿둑 개방’ 대안 찾는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두리발 올해 30대 증차 2022년까지 151대 운영 국제신문 10면 사회

‘비밀의 해변’ 청사포 몽돌해변, 서쪽 120ｍ 먼저 열린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신문 09면 사회

“우암클러스터 중단 안 돼… 부지 부족땐 감만부두 폐쇄 

앞당겨야”
국제신문 03면 종합

도급택시 처분 미적대는 새 2곳 더 고발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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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해 나선 지자체장들 “현금복지 남발은 공멸의 길”
동아일보 31면 오피니

언

“아이들 물가서 뛰노는…우리가 바라는 4대강 모습” 한겨레 10면 사회

부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확대한다 아주경제 21면 사회

부산시, 폐지줍는 어르신 안전장비 무상 지원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부산 금융 공공기관, 동남아시아에 ‘금융 한류’ 전파한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시, 뱀장어 수정란 생산·보급한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4차산업 특화 ‘핫’ 한 주제 시민 관심 한몸에 부산일보 05면 종합

도소매·숙박음식업 전국 90% ‘과밀화’ 부산일보 05면 종합

농식품 벤처창업 돕는 ‘A+센터’ 부산에 둥지 국제신문 17면 경제

동남아 수출 길 뚫어라… 부산中企 판로 확대 사활 국제신문 16면 경제

세계 철도기술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재건축사업 가속도” 22개 구역 연합회 구성 국제신문 16면 경제

조합장 불법선거 여파, 공동어시장 공영화 차질 빚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미중 무역전쟁에 부산항 물동량 비상 국제신문 01면 종합

중국 때문에 철철 넘칠라 조선일보 B05면 종합

부산 숙면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한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경·부·울 농촌진흥기관 상생협력 다짐 경남도민신문 10면 경제

부산 정치

‘구설 제조기’ 양정철 PK행, 몸 사리는 단체장 부산일보 08면 정치

‘낙동강 벨트’ 뭘 해도 불안한 한국당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책 다듬고 육아파티 열고… 여야, 여성·청년잡기 안간힘 국제신문 05면 정치

공공기관 이전·PK에 SOC투자 남발…정부 벌써 총선모드 서울경제 03면 정책

부산 문화

완벽 ‘하모니’ 향한 오케스트라의 리허설… ‘미완성 음악회’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 자원봉사 축제 ‘V-페스티벌’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향 새 식구 역대 최연소 단원 21살 이현재 선발 국제신문 20면 문화

“지하철 타고 바다 보는 부산으로 오이소” 매일경제 B07면 여행

동남권

신공항

이해찬·김경수, 김해신공항 논의 부산일보 01면 종합

활주로 하나 추가하는데 9조… 경제성은 ‘마이너스 5200억’ 파이낸셜 08면 경제

동남권 신공항 16년째 뜨거운 감자 파이낸셜 08면 경제

부울경 단체장·국토부 장관 만난다 경남일보 01면 종합

기장군 “나무 발판에 안전벨트도 없이 작업 강행”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진구 동의과학대 기숙사 사용 승인 전 개원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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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흠집 나 뿌예진 ‘송도구름산책로’ 유리 바닥, 아예 철재로 

바꾼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제동 걸렸던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재추진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상구 사상구, 고독사 방지 ‘구민 그물망’ 쳤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6/11

부산 시정

市 관광·마이스국 출범, 부산관광공사 제자리 찾아야 부산일보 21면 교통

“보육·교육 환경 개선 넘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을” 부산일보 04면 부산

주택구입비 1억 7년 무이자 대출… 파격 저출산 대책 국제신문 11면 사회

창업보육센터·신보 합류 ‘크라우드 펀딩’ 규모 키운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통역으로 부산 이미지 심어주는 우린 민간외교관” 국제신문 28면 인물

가시지 않는 ‘라돈 공포’ … 시, 하반기 방호 기본계획 시행 국제신문 06면 기획

시, 방사선 안전 상담센터 운영… 오염 감시장비 보강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수상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 지원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e스포츠 키웠는데…”게임중독은 질병” 유탄 맞은 지자체들 중앙일보 18면 전국

부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경제

부산시 신체약자 돌봄로봇 개발 ‘선도’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시,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 확대 나선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전국 수제맥주 한자리~맥덕이여 부산으로 오라! 부산일보 18면 경제

청년들의 ‘탈부산’ 부산일보 01면 종합

젊은 층, 집값 비싸고 일자리도 없는 ‘부산’ 떠날 수밖에… 부산일보 04면 부산

“디자인도 하나의 산업, 지역 기업들 적극 지원 나설 것” 부산일보 28면 인물

ACG 내년 총회도 부산서… ‘마이스도시’ 우뚝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갈매기·망개떡 캐릭터 BTS 팬들에 눈도장 찍는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약자 돌보는 로봇 만든다 부산시, 2022년 사업화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신체 약자 위한 돌봄 로봇 개발 추진 서울신문 16A면 전국

부산시, 욕창예방 로봇 만든다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신체약자 돕는 AI 로봇 시장 개척 파이낸셜 01면 지역

시니어 고용 우수기업 ‘혜택’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역시 신발도시 부산” … 市, 지역대학과 손잡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국제철도산업전서 미래 新기술 만나세요”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인천항 물동량도 증가세 꺾였다
한국경제 03면 글로벌

경제

부산 정치 PK 각별히 챙기는 文 대통령 순방지 가서도 PK 관련 일정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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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 고향 부산과 헬싱키 가까워져” 조선일보 04면 정치

文 복심 ‘김경수-양정철’ 만남 ‘핫하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황교안 PK 측근들 총선 전망은?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형배 靑비서관 부산시 초청 강연 놓고 설왕설래 국제신문 10면 사회

원내외 위원장 모두 불안… PK에 유독 공 들이는 민주당 국제신문 04면 종합

공천룰 그려가는 한국당 … PK 여성·청년 우대 ‘글쎄’ 국제신문 05면 정치

文대통령 “北-美, 3차회담 대화 진행… 남북도 조만간 재개 

믿어” 
동아일보 04면 종합

부산 문화

“BTS 환영해요” 보랏빛 조명 켜는 부산 부산일보 01면 종합

아라온호 10주년… 시민 승선행사 연다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동래야류 등 활용 부산표 브랜드 음악 만들 것” 국제신문 22면 문화

침체기 록… 콘서트선 ‘부활’ 노래 페스티벌선 ‘찬밥 신세’ 여전 세계일보 19면 문화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신설

‘부산~헬싱키직항’ 내년 신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서 유럽행 첫 직항… 승객 불편 ‘해소’ 김해공항 위상 ‘강화’ 부산일보 03면 부산

지역민 편의보다 대한항공 이익이 우선? 부산일보 03면 부산

부산~헬싱키 주 3회 운항 직항노선 신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내년부터 주 3회 운항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김해공항 첫 유럽 직항 개설 부산~헬싱키 내년 주 3회 운영 경남매일 02면 종합

김해공항 첫 유럽 직항 개설…내년부터 헬싱키 주3회 운항 경남일보 08면 경제

제로페이 7% 

페이백 

이벤트

휴가철 부산서 제로페이 쓰면 “7% 페이백” 부산일보 18면 경제

제로페이 결제하고 7% 돌려받기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9월까지 제로페이 7% 페이백 이벤트 서울경제 33B면 전국

“제로페이 쓰고 뉴욕 가자” 아주경제 13면 기업

르노삼성 

파업 장기화

르노삼성 노사분규 협력업체 고사 위기 부산일보 02면 종합

사무직 30% 감축에 휴업까지… 르노삼성 협력사 피해 확산 국제신문 14면 경제

파업사태 장기화로 공장 정리…협력업체 고사위기 한국일보 15C면 부산

르노삼성 노조, 집행부 탄핵론까지 등장 서울경제 01면 종합

생산절벽 르노삼성…협력업체 줄도산 내몰리나 성루경제 04면 경제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 검증단, 부산 구·군돌며 시민 설득 나서 국제신문 01면 종합

금정구 회동수원지 위로 출렁다리 2개 생긴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구

동구, 전 직원 1박2일 친목행사 참여 종용 논란 국제신문 09면 사회

도로로 내몰리고, 돌 떨어질까 불안… 아찔하게 버스 타는 

학생들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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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법원, ‘전포복지관 위탁 해지 가처분’ 그린닥터스 손 들어줘 부산일보 11면 사회

전포복지관 위탁해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사하 주택가 들개떼 출몰 ‘공포’ 국제신문 10면 사회

서구 부산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재추진 한국일보 15C면 부산

영도구 영도 아파트 공사장 인근 지역 ‘또 균열’ 부산일보 11면 사회

중구 ‘당선무효형’에 발목 잡힌 중구청장 ‘도심 개조’ 동력은?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가 상업시설 3곳 흉물 방치 국제신문 10면 사회

6/12

부산 시정

북항 운영사 통합 중대 고비 신항 2-5단계 운영권 ‘쟁점’ 부산일보 01면 종합

BPA “年 500억 임대료 감당 못 해” vs 운영사 측 “정부 약속 

지켜라”
부산일보 04면 종합

생태교란식물 극성 낙동강 하구 둔치 ‘초토화’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설공단, 시각장애인 도서 제작 지원 국제신문 27면 인물

공공기관 전국 최다 부산시…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속도낸다 국제신문 03면 사회

부산 불법 자동차 도색업체 대대적 수사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국제신문 09면 사회

“화물선 충돌 광안대교 보상금 28억 내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신혼부부 1억원 7년 무이자 대출’에 난색 국제신문 09면 사회

“담배연기 없는 미래… 부산·경남 주도로 만들어 갈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주민 주도 거점시설 운영 … 도시재생 지속성 이끈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전국확산 국민일보 15A면 사회

정신장애인 기숙사 건립에… “불 지르겠다”는 지역주민도 한국일보 09면 기획

촘촘한 치안망 구축 안전한 부산 만든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市 ‘부산형 공유경제 정책’ 본격 추진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경제

“톡톡 튀는 산업안전 아이디어 실제 제품화 지원해 드립니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바이오·헬스 ‘부산 미래산업’ 부상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시니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곳 선정 국제신문 20면 노동

“부산시, 물류 등 교류대비 열정 느껴져”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70개사 여성 35명 채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130주년 부산商議 “물류가 미래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정치

“무리한 정치 공세” 부산 온 양정철 ‘발끈’ 부산일보 08면 정치

양정철 “대선 잠룡들 잇단 만남은 정치적 개인 플레이 아니다” 서울신문 06면 정치

“김경수-양정철 회동, 선거기획·불법선거 혐의 묘한 콜라보” 경남신문 04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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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출신들 한국당 공천혁신 주도 부산일보 08면 정치

송인배 집행유예 2년… 與, 양산 총선전략 혼돈속으로 국제신문 04면 종합

경제추락 PK… 송철호·김경수 지지율, 지자체장 중 최하위 조선일보 14면 사회

“민심 심상찮다” 여당 의원들 당직도 고사하고 지역구로 중앙일보 10면 정치

부산 문화

전세계 ARMY 관심은 부산으로 “BTS 지민 고향이 궁금해” 부산일보 02면 종합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 야행’ 역사투어 참가자 모여라!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 피란수도 문화제 야행 행사 경향신문 12면 전국

올 행사도 안했는데… 벌써 내년 원아페 유치 경쟁 국제신문 10면 사회

SNS에 올린 이야기… 등단 않고도 베스트셀러 작가로 국제신문 23면 기획

작년 문학 창작지원 128건… 44건은 작품명·유통 여부 확인 

안돼
국제신문 23면 기획

전국의 수제맥주 부산에 모인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서 전국 수제맥주 맛보세요” 경남신문 09면 자치의정

“14~16일 별 보러 송정해수욕장 오세요” 한국일보 12C면 부산

동남권

신공항

‘부산~헬싱키 노선’ 관문공항 필요성 입증 부산일보 01면 종합

코펜하겐 갈 경우 인천 경유보다 ‘40만 원·7시간’ 절약 부산일보 03면 부산

부산~헬싱키 노선 최대 기종 띄운다 부산일보 03면 부산

“미국·캐나다도 가능” 부산시, 중·장거리 노선 확대 ‘총력’ 부산일보 03면 부산

오거돈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 양정철 “자료보고 대안 검토” 국제신문 04면 종합

오거돈 “신공항 필요”… 양정철 “여러의견 경청” 매일경제 10면 정치

김해공항 항공수요 주춤… 슬롯 포화, LCC 지역거점화 영향 한국일보 12C면 부산

김해공항 첫 유럽 직항 개설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부산시, 관문공항 시민 공감 프로모션 행사 경남일보 06면 지역

남강댐 

물 포기

경남도 “낙동강 수질 2→1등급으로 올리겠다” 국제신문 11면 사회

낙동강 수질 2025년까지 2 → 1등급 개선 경남매일 02면 종합

“부산 남강물 포기 환영 낙동강 수질 개선해 2025년 1등급 

만들 것”
경남신문 01면 종합

경남도 “부산시 남강댐 물 포기 환영” 경남일보 01면 종합

중국 

청산강철

부산 진출 

시도

‘韓中합작 철강공장’ 부산 유치, 업계 반발로 표류 국제신문 14면 경제

“中기업, 부산에 냉연공장 건립 결사 반대”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시 中 청산강철 유치 반발 확산 경남매일 01면 종합

르노삼성 

부분 직장

폐쇄 시작

르노삼성 파업 ‘후폭풍’… 협력사 줄부도 우려 세계일보 13A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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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달리는 르노삼성 노-사…부산 지역경제도 비상등 한겨레 17면 경제

르노삼성 부산공장 ‘부분 직장폐쇄’ 돌입 매일경제 19면 기업

르노삼성, 오늘부터 부분 직장폐쇄 한국경제 01면 종합

오늘부터 야간조 없애는 르노삼성 … 인력 구조조정 신호탄 

올랐나

한국경제 10면 글로벌

경제

남구 부산 남구 트램사업 연계 VR·AR 관광콘텐츠 개발 국제신문 16면 기업

동구
초량시장 3차 아케이드사업 사실상 무산… ‘예산 27억’ 날릴 

판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부산 북구청 ‘캣맘’ 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연제구 수십 년 통행길 하루아침에 막은 담벼락 국제신문 10면 사회

영도구
‘영도구 가치가치하우스’ 특교세 지원 선정 부산일보 29면 인물

카페 운영 권한 없는 민간업자에 휘둘린 태종대 유원지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역 폐선부지 80년 만에 시민 곁으로 부산일보 05면 종합

옛 해운대역사 커피박물관 임대 ‘시끌’ 국제신문 09면 사회

6/13

부산 시정

하단~녹산선 예타 통과 ‘초읽기’… 서부산 도시철도 시대 

‘성큼’
부산일보 01면

송도에 부산 최초 해안도로 시내버스 노선 ‘기대반·우려반’ 부산일보 10면

‘근로시간 범위·탄력근무제’ 막판 조율 부산일보 10면

부산시, 어린이대공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부산일보 10면

‘핑크라이트’ 전 도시철도로 확대 시행 부산일보 10면

부산 학교 안전사고 5년간 34% 부산일보 11면

市,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산일보 11면

옛 부산DRMO, 다이옥신 제거 후 시민 품으로 부산일보 11면

동해선 원동역 건설 중단 부산시, 사업 전면 재검토 국제신문 01면

공공형 어린이집 역할 주제 부산서 토론회 국제신문 05면

6·25전쟁 캐나다인 참전용사, 부산에 잠들다 국제신문 06면

부산 폐형광등 수거 대란 8개월 만에 숨통 텄다 국제신문 09면

“부산 산사태 위험 2000곳 추산… 재난 대책 서둘러야” 국제신문 28면

부산 경제

부산시-4개 수협, 공동어시장 공영화 합의 부산일보 01면

“부산 살기 힘들다” 청년들의 ‘뜨거운 성토; 부산일보 03면

우선 ‘집’에 방점… 청년 탈부산·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바꾼다 부산일보 03면

시민·정치권 힘 합쳐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이끌어내 부산일보 05면

“부산관광 혁신 선도 입주기업 찾습니다” 부산일보 17면

부산시, 공유기업 육성 발 벗고 나선다 부산일보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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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8곳 제강업체 방사능 오염 폐고철 조치않고 사업장 

운영”
국제신문 05면

‘부산저축’ 돈 찾으러 국회, 캄보디아 간다 국제신문 14면

수소전기트램 부산서 첫선 국제신문 14면

부산 중기 10년간 22만 명 일자리 창출 국제신문 14면

부산 취업자 2년 만에 최대 증가 폭 국제신문 14면

명품 골프 브랜드 ‘마제스티프라자’ 부산매장 재단장 오픈 국제신문 15면

부산 정치

“제왕적 투톱 정치” 장제원 작심 비판 부산일보 08면

與 향한 PK 민심, 지방선거 1년 만에 도로 ‘바닥’ 부산일보 08면

줄줄이 악재 ‘낙동강벨트’ 먹구름 드리운 ‘與’ 부산일보 08면

부산 문화

부산 문화재 야행 ‘골든벨 퀴즈’ 부산일보 20면

부산 청소년들, 지구 환경을 말하다 부산일보 21면

김원봉 부인 박차정 의사 기념사업 추진 국제신문 04면

맛있는 음식 먹으며 풍경화 감상… 원도심 골목이 갤러리로 국제신문 24면

영화 만난 국악 판타지 ‘꼭두’ 부산 온다 국제신문 24면

르노삼성 

파업 철회

르노삼성 파업 철회 노사 전격 잠정합의 부산일보 01면

르노삼성 파업 철회, 임단협 재협상 나서 부산일보 16면

노조원이 중단시킨 르노삼성 파업 국제신문 01면

방탄소년단 

부산 팬미팅

“전 세계 아미에게 눈도장 찍자” 지역 호텔도 홍보전 부산일보 17면

BTS 공연 혹시 보이려나… 표 못구한 ‘아미’ 부산 여기 노린다 국제신문 03면

암표 차단 대책이 주민등록등본 지참 국제신문 03면

동남권

신공항
文 “내 고향 부산” 유럽서 강조… 동남권 관문공항 기대감 국제신문 04면

서구 부산시-서구 26번 시내버스 노선 갈등 국제신문 09면

해운대구
전면 보류됐던 해운대 그린레일웨이 보행로 공사 재개 국제신문 08면

석대~반여~장산~동백 해운대터널 건설 추진 국제신문 08면

6/14

부산 시정

부산시 50억 투입 스쿨존 강화 나서 부산일보 05면 종합

모습 드러낸 부산신항 ‘서컨’ 부두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신항 서컨 부두 공사 순조… 개장 5개월 앞당겨질 수도 국제신문 16면 경제

“이래도 담배 피우겠습니까” 부산일보 11면 사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할 경우 부산은 원도심 재생과 연계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외 참전용사 ‘유엔공원’ 잇단 안장, 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개인워크아웃 신청률 씁쓸한 1위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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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차선·굴곡도로 도입 부산형 스쿨존 표준모델 개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민 보행권 찾아드립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금융·항만·물류 중심… 블록체인 특구 최적지”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도시계획 수립 때 축소·공공성 지향해야”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료 약점 잡아 협박·추행 부산지역 공무원 1심 실형 국제신문 11면 사회

추락사고 거북선 20m 옆 보행데크도 고정못 빠져 삐걱 중앙일보 04면 사회

낙동강 수질개선 이것 안 하면 헛일 경남매일 01면 종합

부산시, 어린이 보행안전 ‘아보자’ 사업 추진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경제

줄잇는 금융 관련 국제회의, ‘금융중심지 부산’ 알린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일자리 훈풍’ 부산 5월 고용률 57% 부산일보 18면 경제

“용호부두 일원, 주민 편익·지역경제 발전 공간으로 거듭나야” 부산일보 17면 경제

‘2019 기술창업지원사업’ 부산시 하반기 신청자 모집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기술·ICT 스타트업 전폭 지원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에 전기버스 ‘20대 동시 충전기’ 도입 국제신문 14면 경제

해양정책연합 출범… 해양인 힘 모은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해양 분야 네트워크 ‘한국해양정책연합’ 창립 경남도민신문 11면 경제

“대중 평가 받는 크라우드 펀딩, 성장 발판돼” 국제신문 14면 경제

‘한반도 신북방 경제지도 구축포럼’ 오늘 개최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서 신북방 경제 전략 논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레저세수마저 급감…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부산시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고용지표 4개월 연속 ‘파란불’ 한국일보 14C면 부산

르노삼성 임단협 2차 합의안 오늘 노조원 찬반투표서 결판 매일경제 18면 기업

‘파업 312시간’ 일 않고도 … 임금 보전받는 르노삼성 노조 한국경제 03면 경제

부산, 유라시아 겨냥 교통·물류망 넓힌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르노삼성·한진重, 부산 경제 엔진으로 다시 뛴다 한국경제 29A면 지역

“부산시는 중국 청산강철 투자유치 백지화하라” 경남신문 06면 사회

경자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 경남일보 08면 경제

부산 정치

여야 ‘부산 블록체인 특구’ 숟가락 얹기 경쟁 부산일보 08면 정치

지방선거 1주년, 감사와 각오 부산일보 08면 정치

여전히 조직 품은 윤상직 속내는?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현역 물갈이폭 ‘고민되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문기 부산시의원 생활정책硏 정책대상 국제신문 26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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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지도 바꾼 부산 민주당, 6·13선거 1주년 예상밖 조용 국제신문 04면 종합

PK 전직 단체장 3명 사실상 총선 공천경쟁 가세 국제신문 05면 종합

“강원 낙석 예방 재정심사 면제를” “부산 해상택시 허용을” 서울신문 14면 정책

이번엔 이·통장 수당 인상… ‘선심’ 쏟아내는 당정 세계일보 01면 종합

“양정철과의 비교 부담? 싱크탱크가 너무 나대면 잡음만…” 한국일보 28면 기획

부산 문화

14돌 맞은 BIKY, 개·폐막작 공개하며 ‘순항 중’ 부산일보 23면 문화

“SOAD 안 온대요”… ‘부산록페’ 출연진 취소 사태 ‘망신살’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40여 개 축제 통폐합 글로벌 축제로 판 키운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내일 밤 ‘대~한민국’ 잠 못 든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BTS 부산 팬미팅 열기 고조 …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비상’ 국제신문 02면 종합

방탄소년단, 부산서 팬 미팅 조선일보 22면 문화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부산~헬싱키 노선 ‘딴지’에 동남권 뿔났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인천공항·국적항공사 이익 위해 언제까지 지역민 희생돼야 

하나
부산일보 03면 부산

“수도권 궤변 이제 그만” 지역상공계 분통 부산일보 03면 부산

부산공동어

시장

부산공동어시장 연말까지 법인 청산계약 국제신문 01면 종합

56년 된 ‘부산공동어시장’ 확 바뀐다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 협약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기장군 우후죽순 기장 동물화장장 ‘속수무책’ 국제신문 10면 사회

동구 초량에 산복도로 생활사 전시관 문 연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상구 엄궁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받아 곧 착공 국제신문 14면 경제

해운대구

땀방울 식혀주는 바닷바람… 도심 속 해안절경 즐기기에 그만 국제신문 06면 기획

옛 수영비행장 있던 자리 나루공원 야외무대 인근 ‘수비의 

역사…’
국제신문 06면 기획

6/17

부산 시정

부산 ‘물 차별’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부산일보 01면

“정부·市 녹조대책 땜질식 처방 급급” 부산일보 03면

“택시 몬 사람만 뽑겠다는 거냐”… 두리발 기사 채용 ‘특혜 

시비’
부산일보 11면

원전 40년·탈원전 2년… 이제는 해체산업이다 국제신문 01면

부산 ‘1동 1건강생활지원센터’ 정부 공모사업 모델 됐다 국제신문 02면

부산 교원 명퇴자 올해 734명… 4년 만에 최고치 국제신문 02면

‘어린이집 종일반 의무운영’ 약속해 놓고… 말바꾼 부산시 국제신문 08면

부산 의료폐기물 매일 9.7t 오갈데 없다 국제신문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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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반려견 놀이터 5곳 만든다… 이달 중 공모 국제신문 10면

부산 경제

“부산~헬싱키 노선 신설 비판 지역과 지역민 무시하는 것” 부산일보 01면

느닷없는 ‘잡수익’ 과세… 부산 아파트 ‘세금 폭탄’에 비명 부산일보 10면

부산공동어시장, 비리·방만 경영에 ‘징계·조직 개편’ 칼 빼들다 부산일보 17면

부산 버스업계 ‘첫 전기버스 멀티형 충전소’ 준공 부산일보 17면

부산 전기버스 멀티형 충전소 국제신문 16면

외국인 항공 탑승객 급증 ‘BTS 부산 팬미팅 효과; 부산일보 17면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부산 첫 개최 부산일보 18면

손잡은 르노삼성 노사… 신뢰 회복·물량 확보가 정상화 관건 국제신문 02면

‘부산저축銀 6000억 회수’ 캄보디아 재판 2주 미뤄져 국제신문 16면

부산 화장품 ‘국제박람회’로 수출길 넓힌다 국제신문 16면

벡스코 ‘자회사 설립 갈등’ 장기화 부작용 국제신문 16면

부산 정치

한국당 ‘낙동강 결사대 4인방’ 발족… “서부산 3곳 사수·2곳 

탈환”
부산일보 08면

내년 PK 총선 최대 주도세력은 사법당국? 부산일보 08면

부산 민주당 ‘총선 PK 위기설’ 정면 반박 부산일보 08면

김세연 “장수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리더십 생겨” 국제신문 04면

부산 문화

BTS 부산 첫 팬미팅, 입장 문제 ‘옥의 티’ 부산일보 02면

BTS 부산공연 이틀간 5만여 명 열광 국제신문 03면

노포동고분군 인근서 청동기~삼국시대 유구 58기 확인 부산일보 05면

노포동고분군 3차시굴 유구 58기·토기 출토 국제신문 20면

당신이 꿈꾸는 복지 ‘51초 영회’로 보여 주세요 부산일보 11면

헝가리 오케스트라, 부산시 ‘다뉴브강 참사’ 추모곡 울린다 국제신문 20면

조선시대 기장 풍경 예찬 ‘차성가’… 지역 예술인 숨결로 

되살린다
국제신문 20면

영화에 음식을 더하다… ‘부산푸드필름페스타’ 20일 개막 국제신문 21면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열의 모아 ‘동남권 관문공항’ 반드시 성사” 부산일보 04면

강서구 “명지 도로 대형 지반침하 원인 시공사 불안정 연약지반 굴착” 부산일보 05면

기장군 양계장 문제로 형과 다툰 50대, 홧김에 불질러 입건 부산일보 11면

남구
공무원·주민에 상습 행패 50대, 출소 이틀 만에 구속 부산일보 11면

“용호만 매립지 개발부담금 환수대상 아니다” 국제신문 09면

북구 구포 팽나무 ‘대 잇기’ 본격화 부산일보 10면

사상구 엄궁 레미콘 공장 추진 업체, 사실상 건립 포기 국제신문 08면



2019년 시정일지

252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사하구
토막 난 고양이 사체를 아파트 단지에 보란 듯이… 부산일보 11면

아파트 주차장서 길고양이 토막 사체 발견 국제신문 10면

수영구 포터 차량, 수영고가로 아래 지나다 끼여 부산일보 11면

연제구 쓰레기 수거車 훔쳐 달아나다 전봇대 ‘쾅’ 부산일보 11면

해운대구 장산 반딧불이 작년보다 2배 늘었다 국제신문 10면

6/18

부산 시정

“사회서비스원, 모든 민간부문 직영 안 해” 부산일보 11면 사회

전국 136개 ‘온천원 보호지구’ 중 부산은 3곳 부산일보 04면 사회

쏟아지는 산업폐수만 매일 48만t 부산일보 05면 기획

“즐겨 사 마신 아메리카노조차도 수돗물” 부산일보 05면 기획

사람과 사람 연결, 외로운 죽음 막는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드론 활용 도시철 안전 점검 국제신문 28면 인물

원전해체산업 육성 토론회 울산서 개최 국제신문 11면 지역

시 “폐비닐 배출 40% 줄여라”… 구·군 “너무 많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라키비움으로 육성 바람직” 국제신문 28면 인물

세계 첫 ‘국제안전 광역시’ 부산… 올해 재공인 획득 박차 국제신문 06면 기획

경륜도 즐기며… 스포원서 재난안전체험관도 이용해 보세요 국제신문 06면 기획

서울도 30년 넘은 상수도관 31% … 노후인프라 사고 하루 

1건꼴
매일경제 06면 사회

부산시 2022년 모든 동 마을건강센터 설치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경제

오시리아관광단지 온천 규제에 막혀 ‘그림의 떡’ 부산일보 01면 종합

“착공 늦어 온천 이용 못 하면 불공평… 전체 숙박시설서 

즐겨야”
부산일보 04면 사회

부산 전역에 통용 지역화폐 나온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취항 10주년 맞은 아라온호 국제신문 01면 종합

바다 위 ‘극지연구소’ 60여 종 첨단장비에 엄지척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공항 앞 아시아 최고 항공산단… 부산, 싱가포르를 배워라 국제신문 14면 경제

“여행 가서 짐 맡길 곳 없어 불편했죠, 가장 가까운 곳 

찾아드려요”
경향신문 20면 경제

“자율운항선박, 내년부터 개발 착수” 동아일보 08면 종합

지역 활성화냐, 국내산업 보호냐… 부산시, 철강공장 유치 

딜레마
서울신문 16면 전국

中 철강사 국내 진출 시도에 업계 ‘곤혹’ 한국경제 B02면 산업

“유라시아철도시스템도 우리 기술로 구축해야죠” 한국경제 32면 인물

실버스톤 유한회사, 부산시 문화진흥기금 10억 쾌척 경남매일 12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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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유망기업 부산 (주)세코하이텍 브라이트ᆞ밀리언 클럽 

인증서 받아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 정치

부산시의회 “지역 언론 홀대, 네이버 규탄”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 민주당 잇단 ‘우클릭’ 행보 부산일보 08면 정치

황교안 ‘집중 구애’에도 PK 민심은 ‘요지부동’ 부산일보 08면 정치

“市 3차 조직개편, 행복·소통·협치 없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한국당 내년 총선 성적 ‘신주류 3인’ 협업에 달렸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문화

“문화소외계층 위해” 실버스톤, 10억 쾌척 부산일보 11면 사회

‘방탄’이 ‘픽’ 한 곳, 전세계 ARMY에게 성지 되다 부산일보 21면 교통

‘원아페’ 장식할 부산 대표 콘텐츠 찾아라 부산일보 21면 교통

BIFF 부집행위원장에 강승아 씨 부산일보 25면 문화

BIFF, 조직 재정비… 부집행위원장·프로그래머 강화 국제신문 22면 문화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선임? 이게 뭡니까! 부산일보 25면 문화

“지민의 고향을 문화 콘텐츠 활짝 핀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일보 29면 인물

부산 피란수도 유산, 세계유산 등재 속도 낸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한국과 아세안을 이어주는 부산 ‘아세안문화원’ 동아일보 16D면 부산

“올해 여름은 ‘호캉스’ 성지 부산으로 오세요” 한국일보 16C면 부산

노포동고분군서 청동기~삼국시대 유적 대거 발견 한국일보 16C면 부산

축제의 계절 여름, 부산이 부른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함께웃는 

소상공인’ 

브랜드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브랜드’ 출원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함께 웃는 소상공인’ 상표 출원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브랜드 상표 출원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브랜드 상표 출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함께웃는 소상공인’ 브랜드 상표 출원 아주경제 20면 사회

경제 주축인 소상공인 브랜드 만들어 살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브랜드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브랜드 상표 출원 경남매일 16면 경제

동남권

신공항

TK 한국당, 가덕도 신공항 반대 본격화 부산일보 08A면 정치

주중 동남권 신공항 가닥 잡힐듯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금정구 식수원 회동수원지, 관광지로 만든다며 물 안전 외면 국제신문 08면 사회

남구 올 초 개교 초등교 통학로 ‘아슬아슬’ 학부모들 ‘조마조마’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구 피란민 애환 서린 ‘아미로 돌집’ 내달 리모델링 국제신문 10면 사회

연제구 진동 규정 어긴 이마트 연산점 ‘공사 재개’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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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반송~우동’ 터널 뚫는다 경남일보 07면 지역

6/19

부산 시정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철회하라” 부산일보 01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멈춰라” 국제신문 01면

부산시 ‘55보급창 부지 환수’ 공식화 부산일보 01면

시의회 ‘양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 부산일보 08면

‘헬스케어 빅데이터’로 의료서비스 지방 소외 없앤다 부산일보 08면

부산·경남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학생 급식 ‘비상’ 부산일보 10면

학교 비정규직 내달 3~5일 총파업 예고 국제신문 09면

“부산 거리가 살벌하다”… 잇따른 흉기 난동에 시민들 ‘공포’ 부산일보 10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이색 토크콘서트 부산일보 18면

‘부산항 발전’ 전문가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21면

노포~양산 도시철도 개통 3년 늦어진다 국제신문 01면

3개 구가 맡은 온천천, 부산시가 직접 통합관리 추진 국제신문 08면

부산시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캠프 국제신문 20면

부산 경제

한국 첫 유럽 공공 물류센터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짓는다 부산일보 01면

현금 좋아하는 부산 사람들 지갑에 9만 7000원 ‘장전’ 부산일보 02면

현금 많이 들고다니는 부산시민 국제신문 02면

건강 상품·복지정책 한눈에 27~29일 부산 헬스케어 위크 부산일보 11면

“부산 선박수리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을” 부산일보 17면

부산 재개발 잇단 관리처분 인가 “이젠 분양 앞으로” 부산일보 18면

부산 맛있는 미식투어 “이번엔 명란” 부산일보 18면

미슐랭 ‘크리스탈 제이드’ 롯데百 부산 본점에 오픈 부산일보 18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 금감원 19일 부산 설명회 부산일보 18면

공공발주 때 관내 제품 우선 구매…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국제신문 06면

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국제신문 14면

부산시 개최 ‘베트남환경에너지사업전’ 성황 국제신문 15면

공공 건설현장 ‘임금 직불제’ 오늘부터 시행 국제신문 15면

부산시, 조선 기자재 기업 방산분야 진출 지원 국제신문 16면

부산디자인센터, 21·28일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 국제신문 16면

부산 정치

광역의회 소속 공무원, 의회 의장이 임명 부산일보 02면

“한국당 안 흔들립니다, 계속 응원해 주세요” 부산일보 08면

한국당 내년 PK 총선 승리공식 ‘선 보수 통합 후 혁신’ 

이뤄낼까
부산일보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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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 살린다”… 與, 중기 간담회 vs 황교안 민생투어 국제신문 04면

한국당 총선 진두지휘 새 사무총장 이진복 부상 국제신문 04면

PK출신 여성의원 지역에 뿌리내리기 쉽지않네 국제신문 05면

부산 문화

부산영상위, 온라인 배급 겨냥 웹드라마 지원 부산일보 22면

‘부산국제록페’에 god·악동뮤지션 온다 부산일보 22면

“평일 밤 클래식으로 힐링을” 부산일보 22면

음식과 영화의 맛있는 궁합… ‘부산푸드필름페스타’ 20일 개막 부산일보 22면

부산 영화산업 틀 바꾼다… 시나리오작가조합 유치 추진 국제신문 02면

임시수도 부산의 기억… ‘전쟁과 평화’의 6월을 노래하다 국제신문 21면

“연극은 즐거운 놀이”… 시민참여형 극단 ‘순항’ 국제신문 22면

기성 극단은 변화, 젊은 연극인은 인내심 필요 국제신문 22면

강서구 에코델타, 사업자가 도시계획 짜는 ‘창의도시’로 국제신문 15면

금정구 “금정문화재단, 區 이벤트 대행사 전락” 국제신문 10면

동구 부산 동구의회 “보호관찰소 북항 입주 즉각 취소하라” 부산일보 05면

사상구

사상구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 아이숲어린이집’ 

개원식
부산일보 29면

사상서 잇단 묻지마 흉기소동… 부상자는 없어 국제신문 10면

영도구 부산 영도해녀문화전시관에 가면 ‘제주 해녀’가 보인다 부산일보 11면

6/20

부산 시정

부상 딛고, 장애 남편 보살피며… 사회에 헌신한 영광의 

얼굴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어린이날 큰잔치’ 관계기관에 감사패 부산일보 28면 인물

독서실 같은 ‘스터디 카페’ 안전엔 ‘사각’ 부산일보 10면 사회

여름인데… 부산·울산 초미세먼지 아직도 ‘나쁨’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울산, 방사성폐기물 과세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사하·금정구, 생태하천 복원 입장 ‘딴판’ 국제신문 08면 사회

차량·속도→사람·안전 중심… 교통환경 바꿔 사고 확 줄인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초여름, 부산의 화두는 ‘반려동물’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울산 “원전 안심 도시로 거듭날 것” 국민일보 15B면 사회

보조금 받아도 60% 복지비 “다른 사업 엄두 못내” 중앙일보 05면 기획

영화배우 배정남, 부산시 홍보대사로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새 홍보대사에 시민들이 뽑은 배정남 머니투데이 29면 인물

부산 경제
부산 대표 스타트업,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키운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최고 스타트업 기업 부산시 15개사 선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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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레이 판독 AI’로 정상에 선 부산 스타트업 부산일보 17면 경제

유망 스타트업 밀어주는 부산시 파이낸셜 01면 종합

최인호 의원 부산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MOU
부산일보 08면 정치

“죽어가는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부산 중소상인, 희망 대책 

제안
부산일보 17면 경제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속도낸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돌파 국제신문 13면 경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부산에 설치 본궤도 국제신문 13면 경제

하반기 ‘지자체 금고지기’ 50곳 쟁탈전 매일경제 16면 금융

“연내 수소경제·안전관리법 제정할 것” 머니투데이 01면 종합

세대 뛰어넘는 열기… “미래에너지 수소 궁금증 해결” 머니투데이 02면 기획

장관들 “수소경제 선점해야” 시장들 “인프라 확충 힘 보탤것” 머니투데이 03면 기획

“먹거리 없다”…외국계 지점 5년새 10여곳 짐싸 서울경제 10면 금융

부산 정치

총선 앞둔 한국당 PK 정치권 결국 ‘공멸의 길’로 가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당 새 지역위원장 금정 김경지·부산진을 류영진 부산일보 08면 정치

與 지역위원장 부산진을 류영진·금정 김경지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시 발의 ‘감사위원회’ 조례, 조건부 통과 논란 부산일보 08면 정치

내년 총선 PK서 문재인·황교안 후광효과 누가 더 셀까 국제신문 05면 정치

황교안 “외국인에도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 차별 발언 논란 국제신문 05면 정치

“외국인에 동일 임금은 불공정 법 개정 통해 개선해 나갈 것” 매일경제 08면 정치

정부 맘대로 보조금 진안·청송 230억 차 중앙일보 01면 종합

지자체 단기노동자 공개 추첨 한겨레 12면 전국

“’제3 국제관광도시’ 잡아라” … 부산·인천·光州 등 총력전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 문화

효자들의 고사를 병풍으로 보다 부산일보 21면 문화

부산록페스티벌 ‘god’ 메인 장식 논란 부산일보 11면 사회

“은밀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공동체 모두가 고민해야” 부산일보 21면 문화

부산의 역사 품은 원도심·북항 ‘문화중심지’로 키운다 국제신문 15면 문화

‘뷔 로드’도 등장… 공연 끝났지만 식지 않는 BTS 열기 국제신문 08면 사회

“붓으로 마음의 혼탁함 쓸어내고 화폭에 깨달음의 향기 

담아야죠”
국제신문 15면 문화

33년 근무 공직자, 퇴임식 대신 사진전 동아일보 16D면 영남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국무총리실 이관 눈앞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공항 확장안’ 총리실 이관 최종 수순, 타협안 도출 가능성 부산일보 04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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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동남권 관문공항’ 지원 요청에 ‘원론적 답변’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울경·국토부,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사실상 합의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울경 단체장 오늘 국토부 찾아 김해신공항 논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울·경 단체장-국토부 장관 오늘 김해 신공항 문제 논의 서울경제 32면 전국

국토부 장관·부울경 단체장, 동남권 신공항 담판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문제 어디로… 경남매일 01면 종합

경부울 단체장, 오늘 국토부 장관과 ‘신공항 면담’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울경단체장 신공항 관련 오늘 국토부장관 면담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산구치소·

교도소

통합 이전

부산구치소·교도소, 대저동 통합 이전 부산일보 01면 종합

이전 부지, 6개 교정시설 모인 대규모 ‘스마트 법무타운’으로 부산일보 03면 사회

혐오시설 인식 ‘민심 달래기’ 향후 과제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로 통합 이전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설 노후화·역외 이전 동시 해결… 강서주민 설득이 과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

부산서 ‘세계e스포츠정상회의’ 열린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글로벌 e스포츠 전략 중심지로 뜬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글로벌 e스포츠 메카 도약 가속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스포츠 메카 부산, R&D센터 설립 추진 파이낸셜 08면 부산

중국 

청산강철 

부산 진출 

시도

창원 “중국 청산강철, 부산 진출 안 돼” 부산일보 13면 부산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 유치 철회하라”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중국 청산강철 부산 유치 반대 고조 경남도민일보 09면 경제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 유치 철회하라” 경남매일 04면 사회

“부산시, 중국 청산강철 유치 철회하라”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中 청산강철 유치 철회하라” 경남일보 01면 종합

금정구 온천천축제된 금정산성축제… 구청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상구 한국당 사상구 의원 1주일 만에 의회 복귀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동아대 입구 버스정류장 1년여 만에 ‘학생 안전대책’ 세웠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외래나무·병충해 시름 동백공원, ‘동백상징숲’으로 가꾼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체계적 방제 안돼 동백나무가 아픈 것” 국제신문 06면 사회

6/22
김해신공항 

재검토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다시 들끓는 TK 경향신문 04면 종합

김부겸 “신공항 재검토, 엄청난 갈등 부를것” 조선일보 06면 정치

“김해신공항 재검토 절차 뭉갠 밀실정치” TK의원들 강력 반발 한국일보 06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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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 총력투쟁” 호남 “상산고 탈락 안될말” 매일경제 06면 정치

갈등 불지핀 ‘김해신공항 재검토’…與 TK의원도 반발 서울경제 15면 정치

‘동남권 신공항 재검증’ 두고 TK 여야 의원들 거센 반발 한국경제 06면 정치

6/24

부산 시정

학교 건물 ‘정밀안전진단’ 받게 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규탄·개선 촉구’ 시의회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부산일보 02면 종합

“네이버, 날씨처럼 지역언론 생산뉴스 GPS기반 제공해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미세먼지 줄이려면 선박·항만 배출량 세밀히 조사해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첫 ‘해양사고 구조 지원 조례’ 불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정부·지자체·정치권 ‘무능 삼총사’ 시민 염원 깨끗한 물 

‘모르쇠’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시,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총력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시 안전신고 포상금 875만 원 첫 지급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정신질환자 예방치료·재활복지 강화한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대기질도 ‘동고서저’ … 봄·겨울철 미세먼지 많다 부산일보 08면 사회

절단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현실화해야”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 오늘 ‘자치정보화 연구발전대회’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승용차요일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해진다 아주경제 20면 사회

자동차세 10% 감면 … 부산 승용차요일제 신청 쉬워진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오거돈 시장, 인생 2막 신중년 만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첨단 기술 연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경남신문 06면 사회

부산 경제

부산 화장품·뷰티 산업 ‘세계화 위해 첫 화장’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서 명란 먹고 자란 사나이 ‘후쿠오카 명란 창업 고군분투”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시 ‘하도급홍보세일즈단’ 탄력 운영 부산일보 17면 경제

“기업은행의 특화 서비스, 지역 창업기업에 날개 달아 줄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 대표 관광기념품 10선 市 이름 걸고 선정부터 판촉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시·전문건설협, 현대건설 찾아 세일즈 국제신문 17면 경제

“국내 스테인리스강 설비 노후… 새 공장 경쟁력 키울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원전부품 납품업체 동남권 집중… 일감 창출 선제투자 시급 국제신문 06면 기획

고리1호기 해체 참여 땐 눈앞 이익보다 경험 축적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대표 화장품 뷰티 제품 ‘한 눈에’ 본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정치
보수신당 창당, PK 총선 지각변동 일으킬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의 부산시당위원장, 강용준·김영진·현정길 3파전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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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 첫 경선 3파전 국제신문 04면 종합

‘공직사퇴 시한’ 발목 고위공무원 “출마 고민되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황교안 대표 부산 방문 후폭풍 한국당 시당-시민단체 ‘고발전’ 부산일보 11면 사회

총선 앞두고 정부정책에 각 세우는 與의원들 동아일보 05면 종합

부산 문화 세계의 마술사, 해운대서 ‘환상 세계’ 펼친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더파크’ 

시립 변모

동물원 ‘더파크’ 결국 ‘시립’ 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어린이대공원 아우른 ‘교육 중심 숲 동물원’ 큰 그림 그려야 부산일보 03면 사회

“시민과 교감하는 건강한 동물들, 공영동물원의 가치” 부산일보 03면 사회

교정시설 

강서 이전

“’부산구치소 옆집’ 벗어날 확실한 대안을” 부산일보 05면 종합

“교정시설 강서 이전, 법적효력 없어” 김도읍 의원 반발 부산일보 08A면 정치

구치소·공항 실마리 잡은 오거돈, 강서·TK 달래기 잰걸음 국제신문 03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신공항 재검토’ 여야 당내 파열음 부산일보 08면 정치

신공항, 총선 앞둔 영남보수 ‘분열’ 부를까 국제신문 01면 종합

與 ‘김해 신공항’ 갈등 확산 서울신문 06면 종합

與 잠룡 ‘동남권 신공항’ 주도권 전쟁 세계일보 06면 정치

부·울·경 단체장만 모아 신공항 재검토 합의문, 여권 계속되는 

PK 편애
중앙일보 10면 정치

김해신공항·보 해체·자사고 “재검토”… 당청, 총선 앞두고 

오락가락
한국일보 05면 정치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단체장 뜻대로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토’ 후폭풍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영남권 ‘동남권 신공항’ 갈등 재점화 경남신문 02면 종합

김해시, ‘김해신공항’ 총리실 이관 환영 경남신문 02면 종합

“총리실 재검토 철회돼야” 경남일보 03면 종합

금정구 회동수원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설익은 약속’ 국제신문 09면 사회

기장군 “기장~장안 송전 선로 반대” 군·주민 한전본사 항의 방문 국제신문 10면 사회

북구
개 울던 곳, 반려동물 웃는 곳으로 부산일보 02면 종합

북구 상하수도 요금 인하 공약 실현 ‘산 넘어 산’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높이·용적률 낮춘 해운대 삼호가든, 4수 끝에 재건축 길 열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삼호가든 재건축 4수만에 첫발… 높이 87ｍ·1476가구 확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6/25

부산 시정

“부산, 학교 앞 문구점 바꿔 볼까” 부산일보 13면 지역

부산시, 학교 앞 문구점 환경개선 서울경제 33B면 전국

반짝이는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달려! 부산일보 21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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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개소식 부산일보 28면 인물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창단식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불어라 동남풍” … BNK, 女농구 최고 인기구단 포부 국제신문 26면 스포츠

인구 유출 최악도시 부산, 제2도시 입지도 ‘휘청’ 부산일보 08면 종합

낙동강 중·상류 물 ‘특정지역 독점’  개선… 취수원도 

다변화해야
부산일보 06면 기획

낙동강 지류 황강 남강 하류 표류수 인공습지까지 거론 부산일보 06면 기획

캐나다서 날아온 2명의 특별한 손님 국제신문 09면 사회

“문체부,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해결책 마련하라” 국제신문 05면 종합

코레일 ‘딴지’에 35억 들여 개설한 도로 무용지물 될 판 국제신문 08면 사회

고리1호기 해체 주민의견 수렴, 부산은 패싱? 국제신문 02면 종합

“세이브더칠드런 100주년… 지역아동 구호활동도 확대” 국제신문 28면 인물

‘사랑의 열매’ 통해 행복만들기 나선다 동아일보 16D면 영남

체감하는 ‘스마트 경남’ 77일 도정 공백 지운다 서울신문 16면 전국

‘돈 된다’ 소문에… 전국 케이블카 ‘난립’ 세계일보 01면 종합

‘통영’이 불붙인 광풍… 황금알 거위가 돈 먹는 하마 될라 세계일보 02면 사회

부산, 이제 속이 바뀌고 있다 조선일보 D01면 기획

부산·울산·경남 인구 3년 연속 감소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경제

부산시 ‘관용차 사주기 운동’ 전개… 르노삼성 전폭 지원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지역 관용차량 르노車 사주기 전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왔으면 이건 꼭 사야 해 부산일보 21면 교통

국토면적 17%에 불과한 도시에 국민 92% 몰려 산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경제난에 일감 뚝 취약계층 생계 위기 부산일보 01면 종합

APEC 선원네트워크 사무국, 10월 영도에 오픈 국제신문 18면 경제

부산해양수산발전포럼 오늘 한국해대서 열려 국제신문 18면 경제

참신한 아이디어 없나요 부산관광公 내달 공모전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작년에도 세계 6위 그쳐 국제신문 18면 경제

부산, 재난안전산업 최적 입지… 미래 신산업으로 키운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안전산업분야 창업·기업 육성 산파역 국제신문 06면 기획

“경영 위기, 무역보험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죠” 동아일보 D03면 기획

보기만 해도 부산 떠올리는 우수 관광기념품 10개 선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정치
민주당, 부산에 여성 정치인 ‘전진 배치’ 부산일보 05면 정치

잇단 소신발언, 주목받는 김해영 부산일보 05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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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서 부쩍 제 목소리 내는 김해영 국제신문 05면 종합

낙동강 벨트 중심 양산, 복잡한 총선 셈법 부산일보 05면 정치

與 수영 지역위원장 강윤경 변호사 선임 국제신문 05면 종합

국회 정상화 다시 안갯속… 與 “한국당, 국민 여망 배반” 국제신문 04면 종합

“총선 이끌 인물 없다”… PK민주당 중량급 수혈론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의회 與원내대표 경선 도용회·김삼수 시의원 2파전 국제신문 05면 종합

김부겸 의원 정치 생명, 이낙연 총리 손에 달렸다? 서울신문 14면 정책

한국당 경남의원 잇단 회동 경남매일 03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국제디자인제’ 부산일보 10면 사회

내 또래 친구들이 그린 그림은 무엇일까 국제신문 10면 사회

‘제7회 부코페’ 국내외 19개팀 출연 ‘배꼽주의보’ 부산일보 25면 문화

“부산은 일본과 전 세계인 매혹시켰던 도자기의 성지” 부산일보 16면 문화

세계 정상 마술사들 부산 달군다 국제신문 22면 문화

유영주, 부산 연고 여자프로농구단 ‘BNK 썸’ 감독 취임 국민일보 27면 인물

부산 연고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한국경제 28A면 지역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에 관문공항 안 만들면 외국 공항에 항공수요 다 

뺏긴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TK는 동남권 신공항, PK는 대구 軍공항 이전 도와야” 부산일보 13면 지역

송영길 전 인천시장 “동남권 관문공항 꼭 필요… 가덕도가 

최적지”
국제신문 03면 종합

“남부권 관문공항 원점서 재추진” 촉구 경향신문 14면 전국

김해신공항 ‘정치권 공방’ 격화 한겨레 12면 전국

송영길 “동남권 관문공항 가덕도가 최적”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김 지사 “대구·경북통합공항 조속히 이전해야”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한국당 경남 의원,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에 침묵 경남신문 04면 종합

르노삼성 

노사 

상생선언

‘1년 갈등’ 르노삼성, 노사 상생 선언 국민일보 20면 경제

르노삼성, 임단협 마무리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
아시아투데이 12면 경

제

르노삼성차 노사 “한마음으로 고객에 보답” 한국일보 14C면 부산

르노 노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르노삼성 노사 상생선언 매일경제 16면 기업

“상생하자” 모범노사 선언한 르노삼성 서울경제 12면 산업

경영정상화 나선 르노 지역경제 부활 이끈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금정구 불법 공사에 파헤쳐진 금정산 산길… 구청은 ‘뒷짐’만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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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장 ‘꿈의 행복타운’ 추경 재상정됐지만…통과 미지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구 골목마다 옛이야기 소곤대는 부산 산복도로 파이낸셜 02면 종합

북구
말도, 탈도 많은 북구 명칭 변경 서명에 아파트 경비원까지 

동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구 서구청장 공약 1호 ‘천마산 모노레일’ 물꼬는 텄지만… 부산일보 10면 사회

수영구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드디어 문 연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조선일보 

부산 특집 

기획

고층 사이 빛의 향연… “밤낮이 멋진 곳” 조선일보 D02면 기획

6성급 리노베이션, 멋진 야경… 럭셔리 ‘★들의 전쟁’ 조선일보 D02면 기획

“해운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이국풍 부산의 아침” 조선일보 D02면 기획

해상 4.2㎞… 부산의 바다 위, 더 화려해진다 조선일보 D03면 기획

보관시설 30% 확대… ‘하얀 나비떼’의 거점은 지금 변신 중 조선일보 D03면 기획

30여개 첨단 놀이기구… “부산의 새 먹거리로” 조선일보 D03면 기획

“브랜드 인프라 활용, 부산이 한류문화 전파하는 중심지 만들 

것”
조선일보 D05면 기획

말레이시아 등 방문, 현지기업과 업무협약도 체결 조선일보 D05면 기획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거듭나는 부산 조선일보 D05면 기획

‘걷고 싶은 부산 만들기’ 보행혁신 프로젝트에 1조837억원 

투입
조선일보 D06면 기획

이색 카페 집결지 해리단길… 세계적 유명세 전리단길… 조선일보 D06면 기획

달빛따라 문탠로드 명물이 된 폐선철길… 조선일보 D06면 기획

“휴가, 부산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조선일보 D07면 기획

29일 수국꽃문화축제 7월27일 국제록페스티벌 8월2일 

바다축제
조선일보 D07면 기획

6/26

부산 시정

동서고가 전 구간 철거 논의 본격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경관 개선·엑스포 연계… 도시 가치 ‘업그레이드’ 기대 부산일보 03면 사회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긴 고가도로 25년간 서부산 교통난 해소 

‘톡톡’
부산일보 03면 사회

미세먼지 줄일 AMP 부산항에 시범 도입 부산일보 21면 농수축산

테이크아웃컵, 이제 여기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핫플’ 마린시티 드디어 ‘화룡점정’ 부산일보 02면 종합

내년부터 유치원 ‘입학 전쟁’ 사라진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경남도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하라” 부산일보 13면 부산

함부로 손 못 대는 산복도로 노후 아파트, 장마철 앞두고 ‘비상’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의회 “산의료원장 선임 문제있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청년 쓴소리에 고개 끄덕인 오거돈 시장 국제신문 09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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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 일자리 30개 생긴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믿음 안 가는 부산 포트홀 관리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중심 남해안 관광벨트 만들자” 파이낸셜 01면 종합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에 달렸다… 부산 ‘해양도시’로 도약 파이낸셜 08면 기획

작년 부산 떠난 2만6700명 중 절반이 10~30대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신항에 일부 원격조종 크레인 설치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경제

‘글로벌 기술인증 육성 프로젝트’로 날개 단 지역 중기 부산일보 18면 경제

‘HTML5 게임의 문을 열어라’ 제23회 게임토크 부산 개최 부산일보 19면 기업

부산중소벤처기업청 ‘공공구매 정책협의회’ 개최 부산일보 19면 기업

2021년까지 부산신항 서’컨’부두 수심 17m 확보 부산일보 18면 경제

‘Again 르노삼성차’ 부산 시민 자발적 지원 다시 나설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르노삼성發 훈풍 타고 … 부산시, 車산업 지원사격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찾는 대만 관광객 급증… “시장 다변화 가능성 봤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충치 찾는 AI… 부산 치의학도 4차 산업혁명 물결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원전해체 기술개발 논의 시작 국제신문 14면 경제

전국 유일 기술인증 강소기업 육성사업… 품질 향상·해외개척 

이끌어
국제신문 16면 기업

760억 규모 인증 장비 보유 … 지역 뿌리산업 성장 밑거름 국제신문 16면 기업

“연대경제 성패, 주민공동체 역량·특화사업 발굴에 달렸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에 20개국 ‘肝 전문가’ 1300명이 모였다 동아일보 C06면 건강

복지재활 시니어 전시회 부산 벡스코서 27일 개막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치의학中企 디지털 제품개발 지원 서울경제 30A면 전국

동남권 조선·해양플랜트 업체, 2700만달러 계약 추진 경남신문 10면 경제

부산 정치

“블록체인 특구, 부산 엄청난 기회” 부산일보 08면 정치

“청년들이 화났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무리한 조직개편에 시의회 ‘우왕좌왕’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정무직 인사들 내년 총선 출마 없을 듯 국제신문 10면 사회

PK 여야, 경쟁하듯 총선 여성·청년 전진배치 국제신문 05면 정치

총선 출마 예정자들 “권리당원을 모십니다”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문화

세계 톱 랭커 출전 ‘코리아오픈’ 7월 2일 부산서 개막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부산을 소통의 도시로 디자인해요”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연극제 출품방식 변경안 질적 개선 득 될까? 독 될까? 부산일보 22면 문화

격동의 세월 고스란히 화폭에… 79명 근현대 미술 걸작 모았다 국제신문 21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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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잃고 거리서 벌인 춤판 … 대안 찾는 길 위의 몸부림 국제신문 23면 기획

부산 무용계 내리막 10년간 지원행정 제자리 국제신문 23면 기획

최강 라인업에 가성비도 갑… 전주·인제 록페에 빠져볼까 한국일보 17면 문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D-60… 공연 라인업 공개 경남매일 08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신공항 이슈’ 시험대 오른 대권 잠룡들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해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 ‘김해 > 강서’로 역전되나 국제신문 08면 사회

“김해신공항 판정, 정치 쟁점화 안되게 최대한 앞당겨야” 동아일보 16D면 영남

김해 신공항 적정성 검증 놓고 PK·TK 10년 갈등 데자뷔 중앙일보 20C면 영남

청년

도시재생사

청년도시재생사 키우는 부산시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 ‘도시재생 인재양성’ 지역대학과 맞손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도시재생 청년 전문가 양성… 부산시·대학 협약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도시재생 인재, 지역大서 키운다 서울경제 30면 전국

남구
남구청장 “유엔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 공유해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피란시절 부산 남구의 기억’ 한국일보 12C면 부산

6/27

부산 시정

오는 가을, 북항에도 유람선 뜬다 부산일보 02면 사회

부산시도 홍보 중단한 부산 수돗물 부산일보 01면 종합

출생아 수 37개월째 최소 기록 부산일보 15A면 경제

시의회, 市교육청 결산안 불승인 부산일보 06면 정치

북항 경관수로 호안에 산책로 추진 국제신문 14면 경제

약수터 태양광 살균시설 제대로 작동안돼 ‘건강 위협’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산복도로~원도심 잇는 ‘경사형 트램’ 만들 것” 국제신문 28면 인물

빅데이터로 산불 예방·자영업 지원 등 활용 서울신문 12면 정책

부산항 미세먼지 줄이자… 선박에 육상 전기 공급 등 한국일보 16C면 부산

시민단체 “부산 각종 개발사업, 효용성·시민 소통 아쉬워”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임산부들 만난 吳시장 “의견 적극 검토”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쌍둥이 바우처 혜택 늘려야” “난임지원 턱없이 부족”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경제

한·독 원전해체 비즈니스 세미나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해운대·통영 미륵도에서도 의료광고 볼 수 있다 부산일보 05면 산업

서비스업 육성 70조 투입… 해운대 의료광고 허용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울경 매출 1조 기업 대부분 덩치만 큰 약골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울경 작년 ‘1조 클럽’ 13곳… 부산 3곳 중 2곳 매출 후퇴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지역화폐 조례 추진 성급해 제대로 된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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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中企, 원전해체기술 선점 ‘첫발’ 국제신문 01면 종합

캄보디아 부산저축은행 자산 6500억 회수 오늘이 분수령 국제신문 03면 종합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시사 동아일보 06면 종합

김현미 추가 대책 준비… 분양가 상한제 민간으로 확대하나 서울신문 20면 경제

“서울 집값 들썩거리면 준비한 대책 즉각 실행할 것” 세계일보 17면 경제

김현미 “3기 신도시 취소 안한다” 조선일보 B03면 경제

김현미,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시사 중앙일보 01면 종합

김현미 “타다·택시업계 상생안 내달 발표” 중앙일보 B01면 경제

외투기업 운영 활성화 위한 부진경제청, 오늘 첫 간담회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 정치

“한국, 조건 없는 백지등원 해야”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일각 ‘조건없는 국회등원’ 주장 국제신문 04면 종합

거물급 출마 줄줄이 ‘불발’ … PK 총선 흥행 ‘빨간불’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김정훈·윤상직 총선 거취에 지역정가 촉각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위상·가치’ 재조명 나선다 부산일보 18면 문화

부산시립합창단을 이끌 수석지휘자는 누구? 부산일보 19면 문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19팀 무대 오른다 국제신문 23면 연예

사직 구조물, 또 흉기로… 아직 이런 구장에서 야구를 한다 경향신문 24면 스포츠

선수 잡는 펜스...구단+지자체 책임 국민일보 30면 스포츠

시속 150㎞ 파울볼에 쾅 … 위험한 야구장 중앙일보 B06면 스포츠

전국 해수욕장 문 연다 … 콘서트·에어쇼 등 볼거리 풍성 한국경제 32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결정이 정치적 결정” 부산일보 08면 정치

대구·경북 김해신공항 재논의 반발… 가덕도 해법은 온도차? 한국일보 16B면 대구

“동남권 신공항 논의 총리실 이관 합의점 찾자는 것…입장 

변함없다”
서울경제 08면 종합

부울경 “이착륙때 새와 충돌 위험” … 안전성 여전한 물음표 파이낸셜 08면 사회

“신공항 입지,  정치적 접근 안돼 재논의 추석 전에는 

마무리해야”
파이낸셜 08면 사회

활주로 더 벗어난 신공항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결정에 ‘TK 후폭풍’ 경남일보 02면 종합

민선 7기 

부산시정 

1년

“새 비전 못 보여 줬다” vs “새 판 짜는 과정이었다” 엇갈린 

여론 

부산일보 03면 자치의

정

“낙동강 대체할 맑은 물 확보, 최우선 해결”
부산일보 03면 자치의

정

“시민 밀착형 리더십·사회통합 의지 보여야”
부산일보 03면 자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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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오거돈 시장 5.5점… 시민 밀착·민관 협치 부진” 국제신문 03면 종합

吳시장 1년 시정평가 10점 만점에 ‘5점대’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부산시 “해묵은 갈등 해소, 새로운 발전 방향 제시했다” 자평 국제신문 03면 종합

2021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

신한류 중심 부산,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 부산일보 02면 사회

부산시 “2021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400만 유치”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명 도전”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2021년 외국인관광객 400만명 유치전 아주경제 24면 사회

부산시 “2021년 외국인관광객 400만명 유치” 한국경제 32A면 지역

일본기업 

인재채용 

설명회

日 기업, 청년 인재 찾아 부산행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29일~30일 日기업 채용 설명회 서울경제 32A면 전국

부산시 일본기업 인재채용 설명회 경남매일 16면 경제

수영구 7레인 수영장, 다방면 이색 강좌… 백화점 문화센터 부럽잖다 국제신문 21면 라이프

해운대구

“길거리 불법 광고와의 전쟁”… 해운대구 ‘수거보상제’ 제도화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 BRT 구간 또 ‘싱크홀’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 BRT서 또 싱크홀 국제신문 09면 사회

송골매, 빌딩 숲서 2년 만에 또 발견 국제신문 09면 사회

6/28

부산 시정

오거돈 시장, 지역 원로와 대화 부산일보 10면 사회

“주민 피부 와닿는 정책 펴라”… 원로들, 오 시장에 주문 

쏟아져
국제신문 05면 종합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내달 확대 부산일보 11면 사회

“풀 잘 자라 밑동도 베야” vs “하천 생태 파괴” 부산일보 11면 사회

차량 없는 광안대교 내달 시범 걷기행사 국제신문 11면 사회

‘육상전원공급설비’ 부산항 등 전국 3곳 내년 시범도입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무분별 ‘현금복지’ 땐 공멸” 단체장들 자체 제동 나섰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의료원 장례지도사, 장의차량비 빼돌린 의혹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시정 움직이는 건 정무라인” 국제신문 05면 종합

세종시, 제한속도 50㎞로 줄인 뒤 보행자 사망 절반 감소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원도심 ‘문화도시’ 만든다 경향신문 14면 전국

2020년 문화도시 부산, 돛 올렸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넷째 2000만원… 수도권 출산장려금 최고는 강화 서울신문 16면 전국

부산 벡스코 테러 발생… “경찰특공대 투입하라!” 한국일보 16C면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관기관 협의회 출범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韓·아세안 정상회의 부산 개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추진 매일경제 D01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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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체부 공모 문화도시 지정 추진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항만공사, `시민참여혁신단 간담회` 개최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시, 재해예방시설 현장점검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경제

‘2020 물류협회 세계 총회’ 준비 조직위 닻 올렸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시·동구 전국 최초 외국인 관광객 대상 통역기 무상 대여 

서비스
부산일보 18면 경제

관광도시 부산의 혁신 AI통번역기 무상대여 파이낸셜 01면 종합

‘中 청산강철 부산 진출을 어찌할꼬’ 상공계 반발에 고민 깊은 

부산시
부산일보 18면 경제

‘헬스케어위크’ 4개 행사 열려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헬스케어 위크’ 개막 한국일보 16C면 부산

벡스코·가덕도 일대서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부산일보 16면 농수축산

“부산도 해저도시 개발 등 신산업 개척을” 부산일보 16면 농수축산

6500억 부산저축銀 채권 회수될까… 한국일보 10면 부산

전세계에 부산 알린 일등공신 명실공히 지역 랜드마크 ‘우뚝’ 매일경제 D02면 특집

“일할 사람 없으므니까…” 日기업 100곳 몰려온다 매일경제 02면 종합

변화 거부·님비…갈 길 먼 대체거래소 서울경제 04면 경제

11개社 부산시·기보, 스타 벤처기업 선정 한국경제 29A면 지역

부산 정치
이진복, 한국당 요직 ‘꽃길’ 걷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당활동 자유 보장하라”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문화

‘원도심 문화도시’ 市, 정부 지정 추진 부산일보 23면 문화

“역사와 사연이 있는 등대,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요”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올 휴가 여기로” 해수부가 뽑은 우수 해수욕장은? 부산일보 17A면 경제

“탁구 성지 부산의 매력, 세계에 알리는 황금기회로 삼을 것” 부산일보 27면 인물

코리아오픈 탁구 내달 2일 부산서 개막 국제신문 25면 스포츠

민선 7기 

부산시정 

1년

23년 만의 ‘권력 교체’ 관행 혁신 이뤘지만 집행부 견제 아쉬움 부산일보 04면 자치의정

“시의회, 열심히 달렸지만 ‘방향·컨트롤타워’ 없었다” 부산일보 04면 자치의정

부산시 공무원, 오거돈 시정 1년 ‘부정적’ 부산일보 10면 사회

‘일하는 의회’ 모습 보여줘… 견제 역량은 더 키워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제2부산신항·원전해체硏 유치… 원팀 빛났지만 민심 ‘미지근’ 국제신문 04면 종합

“오거돈호 1년은 노란색”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 인구 

재앙

342만 명→268만 명…부산 ‘인구 재앙’ 닥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인구 2036년 300만 붕괴 2년 전 예상보다 9년 빨라진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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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년 인천, 부산 추월… 생산연령인구 급감 ‘경제 붕괴’ 우려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 총인구 2034년 인천에 역전 30년 뒤 생산인구 절반으로 

줄어
국제신문 03면 종합

영호남 인구 250만 명 급감할 때 수도권 22만 명 감소 ‘극명 

대비’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 떠나 농촌行… 지난해 818명 부산일보 03A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문제 7부 능선 넘겼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영남권 경제파급효과 검토해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국토부 장관 “김해신공항 변함없이 추진” 경남신문 01면 종합

기장군
부산의 마지막 낭만, 기장에 대하여 부산일보 35면 기업

커피를 한 모금 바다가 한눈에 부산일보 35면 기업

동구 부산 동구 노후 아파트서도 ‘붉은 수돗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구 구포 개시장 7개 업소 조기폐업… 53마리 목숨 지켰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상구
고가다리 아래엔 꽃·나무들 세상… 잿빛 공장지대의 변신 국제신문 06면 기획

발칙한 상상력의 산물 사상인디스테이션 국제신문 06면 기획

사하구 장맛비에 사하 아파트 뒷산 또 무너져 국제신문 08면 사회

수영구 쓰레기 줄이려 민락수변공원 조명 끈다니… 시민 ‘황당’ 국제신문 02면 종합

해운대구

‘주거와 창업을 동시에’ 해운대 행복주택 들어오실 분! 부산일보 18면 경제

창업공간 품은 해운대 행복주택 국제신문 14면 경제

BRT 구간서 3차례나 ‘땅꺼짐’ … “불안해서 다니겠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공사 뒤 방치한 가설물이 싱크홀 원인”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또 잡음 국제신문 10면 사회

6/29 한국청년들이 日 기업 문 두드린 날 조선일보 01면 종합

지자체들, 구직자 아우성에 ‘日 기업 채용박람회’ 러브콜 조선일보 04면 국제

부산 민락동 수변공원 아침이면 국내 최대 쓰레기장으로 조선일보 B11면 기획

김경수 “신공항 재검토 결정, 내가 주도” 조선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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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산 시정

부산시 “노후 수도관 개량 앞당기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배수관 조기 교체… 붉은 수돗물 막는다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KRX 국민행복재단 ‘통통꿈 놀이터’ 완공식 부산일보 25면 인물

10년 뒤 한국 인구 ‘여성 > 남성’ 부산일보 11면 사회

“현안 공론화모델 구축 새 지평 원전해체硏 공동유치 등 보람” 국제신문 08면 자치의정

노인 복지·도시 재생 알찬 성과 교체된 지방정권 기대치엔 

미달
국제신문 08면 자치의정

부산시장 관사 내 ‘숲속 도서관’ 개관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 청년도시 정책으로 돌파구 찾는다 국제신문 06면 종합

“아빠 사랑합니다” 국제신문 11면 사회

오늘 장애인등급제 개편… 복지 지원 확대 국제신문 12면 사회

“신규 인력 채용 늘려라” 부산지하철노조 10일 파업 예고 국제신문 10면 사회

장맛비에 포트홀 ‘우르르’… 운전자들 불안 국제신문 10면 사회

고리 1호기 해체 후 녹지·공원·문화시설 조성 ‘주민 품으로’ 국제신문 14면 기획

“탈원전 정책 여파 전력수급 우려 고조…” 국제신문 14면 기획

첫 의회권력 교체 1년… 부산시의회가 달라졌어요 한겨레 14면 전국

10월에 북항 첫 유람선 뜬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저비용·친환경…지자체에 부는 ‘트램’열풍 매일경제 30면 전국

‘광안리 해상케이블카’ 이번엔 뜰까 서울경제 31면 전국

양산 북정~부산 노포 지하철 개통 연기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부산 경제

지역건설사 정비사업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부산일보 16면 경제

지역 공기업-중견 기업 손잡고 영도대교 초박층 포장재 개발 부산일보 17면 경제

지난해 국제회의 개최 도시 순위 ‘부산’ 7위 → 12위로 ‘하락’ 부산일보 17면 경제

‘마이스 도시’ 부산의 추락… 세계순위 10위권 밖 밀려나 국제신문 16면 경제

“해양수산 분야에 스마트 기술 접목 미래 먹거리 창출 최선”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 올 첫 화장품 박람회 성황 150여 계약 성사… 3만 명 

발길
국제신문 16면 경제

롯데타워부터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부산 원도심 확 

달라진다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부산중소기업인대상 이인환 대표 등 7인 국제신문 17면 경제

캄보디아 법원 ‘합의 권고’… 공정재판 부담·시간끌기 가능성 국제신문 06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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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블록체인 업체 ‘예술작품 유통·관광활성화’ MOU 국민일보 28면 인물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 땐 2% 적립”… 사용자 모시기 나섰다 국민일보 20면 사회

대학 빈 공간이 산학연구단지로…지방 살리는 마중물 될까 한겨레 19면 IT

부산 정치

남북 정상회담 동력 확보할까 부산일보 05면 북한

DMZ發 북풍, PK민심에 훈풍으로 불까 부산일보 10면 정치

시의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에 김삼수 부산일보 10면 정치

부산시의회 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삼수 의원 국제신문 05면 종합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규탄” 부산일보 10면 정치

부산시의원들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철회하라” 국제신문 06면 종합

국회 정상화… 추경 등 의사일정 또 충돌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울경 부단체장 동남권 상생 ‘맞손’ 경남일보 02면 종합

경남·부산·울산 부단체장 동남권 상생 ‘맞손’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광역교통·관광·환경 분야별 경부울 상생협력 사업 탄력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부울경 부단체장 동남권 상생 ‘맞손’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문화회관 ‘19-20 시즌’ 장르 확대로 ‘풍성’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문화회관, 시즌제 본격화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 바다 오이소, 더위 날리러! 부산일보 11면 사회

“아마 야구 위한 새 경기장 시급” 부산일보 19면 스포츠

헤드라이너 대타 ‘god’… 색 바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국민일보 23면 방송

부산 국제해양영화제 5일 영화의전당서 개막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구포개시장 

폐쇄

‘보신탕 공급처’서 반려견 복지시설로… 부산 구포개시장 폐쇄 국민일보 19면 사회

‘개 도축’ 부산 구포 가축시장 사라진다 동아일보 18C면 영남

구포가축시장, 60여년만에 문닫는다 파이낸셜 06면 부산

부산 구포 개시장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역광장 

지하통로 

개통

도시철도~부산역 ‘지하통로’ 드디어 개통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역광장 지하연결통로 오늘 개통 서울경제 31B면 전국

KTX부산역서 지하철 환승 쉬워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역·도시철도·KTX 한번에 연결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기장군
추경 재상정 ‘기장 꿈의 행복타운’ 사업, 결국 ‘빈손’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추경 110억 전액 삭감… 행복타운 차질 불가피 국제신문 12면 사회

동구 동구, 부산 첫 ‘노인공동체주택’ 짓는다 국제신문 11면 사회

동래구 “역사·문화 환경 훼손 우려” 동래구 신청사 건립 또 제동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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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부산인도네시아센터, 북구와 갈등… 법정 갈 듯 국제신문 12면 사회

수영구 오늘 개장 광안리해수욕장, 쥐는 소탕됐나 ‘불안’ 국제신문 11면 사회

중구 부산 최고령 ‘시민아파트’ 공공건축 아이디어 모집 부산일보 17면 경제

7/2

부산 시정

“지금껏 ‘진보상’ 수준… 이제부터 ‘오거돈 브랜드’ 보여 

주겠다”
부산일보 04면 인물

시장 관사 내 ‘숲속체험도서관’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장 관사에 숲속 도서관 열었어요 국제신문 09면 사회

휴대전화 문자·이메일로 수도료 고지 받으면 ‘할인’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구·군청·의회에도 ‘도청 탐지 시스템’ 설치되나 국제신문 11면 사회

‘수사민원 상담센터’ 부산 전 경찰서 운영 국제신문 11면 사회

“에코델타시티 전 국민 대상 추첨 부당” 국제신문 08면 정치

“북항 행정구역 조정, 市 적극 나서라” 국제신문 11면 사회

“특목고 지원 배제 안 돼” 교육청 간부 대동 자녀 학교 간 

시의원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중증 외상환자 70% ‘골든타임’ 못 지킨다 국제신문 24면 교육

장맛비에 날씨 쌀쌀 … 해수욕장 한산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무리한 사업은 제동 걸고 여야 공조, 민생조례 역점 

둬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어린이 도서관 열고, 퇴근길 교통 리포터… 부산시장의 색다른 

취임 1주년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 자원봉사 우수사례 내달 29일 경연대회 개최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부산 경제

지역 150여개 기업, 상생협력 나선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8개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에 6억 지원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녹산 표면처리’ 등 4곳 뿌리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부산일보 17면 경제

재부 유학생·다문화가정 건강축제 부산일보 29면 인물

녹산산단, ICT 접목해 표면처리 특화단지로 국제신문 14면 경제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벡스코 시설 개·보수 돌입 국제신문 15면 경제

해양진흥공사 출범 1년… 해운업 재건 발판 다졌다 국제신문 18면 경제

신항 트레일러 임시주차장 마련 국제신문 18면 경제

북항 유람선 10월에 띄운다… 선박 500t 규모 국제신문 18A면 경제

부산서 제로페이 쓰면 7% 페이백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부산시, 록 마니아 겨냥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부산진해경자청장 “경남-부산 나뉜 조직 비효율적” 경남도민일보 09면 경제

‘뿌리산업 특화단지’ 추가 내일신문 14면 산업

부산 정치 오거돈 시장·김경수 지사 “부울경 상생협력 강화하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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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실세’ 박태수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 사표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장의 최측근’ 박태수 사퇴 오거돈호 2년 차 시정 변화 

불가피
국제신문 03면 종합

신임 부산경찰청장 김창룡… 이용표 부산청장은 서울청장 

내정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경찰청장에 김창룡 경남청장 내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민주-한국 위원장 자리 ‘수 싸움’ 국제신문 08면 정치

‘큰 고개’ 넘은 文… 비핵화 촉진 ‘포스트 남북미 회동’ 구상 국제신문 05면 종합

뿔난 정의당 “앞으로 與 도울 일 없다” 국제신문 06면 정치

PK총리 찾던 靑, 적임자 못찾아 하반기로 인사 미뤄 문화일보 06면 정치

부산 문화

용두산에 부는 한복 바람, 원도심 더 화려해진다 부산일보 21면 교통

첫선 보인 ‘매직버스킹’ 마술 매력 ‘뿜뿜’ 부산일보 25면 문화

올 상반기 부산 최다 영화 촬영지는? 부산일보 25면 문화

문화회관 예술감독 후보자 공연, 시작부터 이탈 국제신문 22면 문화

해양·여성·음식 등 더 풍성하게 즐기는 ‘부산 영화제’ 한국경제 28면 지역

“록스피릿 충만한 부산으로 오세요”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설명회 국제신문 29면 인물

신공항 ‘사분오열’ 경남매일 01면 종합

TK, 김해신공항 재검토 수용불가 내일신문 05면 자치

부마항쟁 10·16 부마항쟁일 국가기념일 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신고 124건 경향신문 16면 전국

구포 개시장 

폐쇄

“개시장 잊고 잘 살거라” 부산일보 01면 종합

60년 명맥 구포개시장 역사의 뒤안길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구포개시장 철제 우리 철거… 12일 완전 폐업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물학대’ 오명 구포개시장, 동물 복지거리 변신 시동 국제신문 02면 종합

‘60년 영업’ 부산 구포가축시장 문 닫는다 조선일보 12면 사회

‘구포 개시장’ 완전 폐업 한겨레 13면 전국

구포 가축시장 폐쇄 한국일보 18C면 부울경

‘동물학대 논란’ 구포 개시장 역사 속으로… 60년 만에 폐업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금정산 

국립공원

부산시 ‘금정산 국립공원’ 본격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문화경관 보유 1위… 17개 산악형 국립공원보다 많아 ‘독보적’ 부산일보 03면 사회

“지속가능 보전 위해 자연공원 지정해야” 부산일보 03면 사회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팔 걷은 부산시 세계일보 13A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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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소싱박람회 오늘 개막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부산 新성장동력 육성 파이낸셜 01면 종합

기장군
고리1호기 해체 공청회 울주군서 주관… 기장군 거센 반발 국제신문 02면 종합

기장군 - 의회 ‘교육행복타운’ 갈등 2라운드 국제신문 09면 사회

강서구 소소한 이웃 얘기 마을 방송으로 전해요 국제신문 10면 사회

금정구 구의회 “금정문화재단 독립성 보장해야” 국제신문 09면 사회

남구 LG 메트로시티, 외부 車 ‘본격 요금 징수’에 또 갈등 국제신문 11면 사회

동래구 동래구 신청사 건립 ‘이번에는 가능?’ 한국일보 18C면 부울경

해운대구 “우동~반송 잇는 해운대터널 준고속철도 유치에 전력투구” 국제신문 10면 사회

7/3

부산 시정

교통·관광 다 되는 ‘부산 패스’ 나온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백양터널 등 민자도로 과도한 수익 창출 ‘제동’ 부산일보 01면 종합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반대” 부산 구·군의회도 소매 걷었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시의회 이어 구·군의회도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 규탄” 국제신문 02면 종합

‘시의원 특목고 갑질’ 일제히 비판 부산일보 04면 종합

낙동강에코센터장 ‘민간위탁’ 입법 예고에 공무원노조 

“결사반대”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노조 “낙동강에코센터 민간위탁 중단해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이기대·청사포공원 치솟은 감정가에 부산시 매입 ‘빨간불’ 부산일보 01면 종합

기는 예산 나는 땅값… 뒷짐 진 정부 ‘공원 사수’ 나서야 부산일보 03면 사회

재산권 앞세운 땅 주인들 행정소송 줄줄이 예고 부산일보 03면 사회

입성 1년 초선 구청장들 ‘코드인사’ 논란 부산일보 11면 사회

주변 경관 망치는 ‘갑툭튀’ 건물 막는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대개조 투어’ 동래 찾은 오거돈 시장 국제신문 09면 사회

항만·도시계획 넘어 인권·평화로… 연구 보폭 넓히는 부산硏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의료원 143주년 기념식 국제신문 26면 인물

“불법주차 적극 견인” “주차면 확보부터”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기초지자체 현장 노동자 10명 중 3명 아프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균형 발전하는 스마트시티”… 부산 大개조 비전 제시 조선일보 C03면 기업

부산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추진 … 주민들은 반발 중앙일보 18면 영남

부산시, 툭하면 조직개편… “전문성 결여·업무혼선” 문화일보 13면 전국

미스매치 해소·워라밸 구현…부산, 일자리 생태계 확 바꾼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시, 화훼산업 장애인 고용 늘린다 국제신문 20면 노동

지자체 금고 ‘선정 룰’ 바뀌고 첫 쟁탈전… 수싸움 치열 국제신문 14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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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무역협회, 신발사업 수출 지원 간담회 개최 국제신문 16면 기업

부산시, 주력산업 일자리생태계 개선 본격화 한국일보 12C면 부울경

르노삼성 - 부산시, XM3 수주에 사활 매일경제 18면 기업

10월부터 부산항 북항에 500t급 유람선 뜬다 한국경제 30면 지역

부산시, 대학생 서포터즈와 골목상권 활성화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부 산 에  모 인  전 세 계  전 자 상 거 래  전 문 가 …  사 흘 간 

국제학술대회
파이낸셜 02면 종합

일자리 생태계 개선사업 부산시, 기업 컨설팅 지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 일자리생태계 개선 추진 100개 기업 고용 컨설팅 지원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정치

“총선 승리 위해 역할 마다하지 않을 것… 필요하다면 출마” 부산일보 04면 종합

“의전 받느니 의제 던지는 의장 되려고 노력했어요”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 부산시당위원장 “할 사람이 없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서로 하려던 예결위 올핸 총선 탓 ‘기피’ 부산일보 08면 정치

여야 공천 ‘신인 가산점’ ‘현역 물갈이’ 효과 있을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정무라인 당분간 박태수 후임 없이 갈듯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문화

세상 밖으로 나온 웹툰, 부산과 소통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스포원파크, 8월까지 ‘물놀이 대축제’ 부산일보 29면 인물

부산 국제어린이청소년 영화제 9일 개막 경남매일 14면 방송

부마항쟁

“늦었지만 환영’ 일색… 문 대통령 올 기념식 참석 가능성 국제신문 03면 종합

불법 구금·고문 등 피해자 잇단 명예회복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40주년 전국 릴레이 전시 경남도민일보 19면 문화

부마항쟁 40주년 순회 전시 내일신문 20면 기획

사회적경제

기업 박람회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 좋아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국제신문 14면 경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판로 확대한다 동아일보 16면 영남

‘사회적경제기업’ 위한 박람회 한국일보 12C면 부울경

부산섬유소

재진흥센터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개소 부산일보 18면 경제

레포츠소재 개발 첨병… 부산섬유진흥센터 개소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본격 운영 서울경제 29면 전국

금정구 금정구, 전국 첫 민간 투자 도서관 개관 한국일보 12C면 부울경

남구 학부모 박물관 교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래구 동래구, 건보료 ‘전방위’ 지원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구 “개시장 철폐 행정력으로 충분, 다른 지자체 참고 사례 됐어요” 부산일보 29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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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생태공원 한복판에 ‘쓰레기 무덤’ 이라니…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도입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등록률 고작 1.2%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물 학대 오명’ 부산 구포 개시장 폐장 경남신문 08면 자치

사상구 ‘음주운전’ 권경협 사상구의원 벌금 500만 원 선고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악취 오명’ 사하구 괴정천,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하구청, 시민에 욕설 문자 공무원 ‘감싸기’ 부산일보 10면 사회

다대포해수욕장 수로정비 하루만에 또 오수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구
“추경예산 확보한 천마산 모노레일 용역 구체화해 원도심 

대개조 목표”
국제신문 10면 사회

중구 호국보훈 되새긴다며 어린이에 반공영화 상영 국제신문 08면 사회

7/4

부산 시정

부산시, 시민 행복 수준 지표로 관리한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민·관 함께 구조 나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전세금 떼일 걱정 줄이고, 노후차 교체 혜택 주고 부산일보 01면 종합

‘3000억 규모’ 부산북항 지하차도 10월 첫삽 뜬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북항지하차도 10월 착공 부산일보 14면 경제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안…부산 맞춤형 분권 전략 

수립해야”
부산일보 04면 자치

부산의료원 개원 143주년 기념식 부산일보 28면 인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 ‘무더기 조작’ 부산일보 01면 종합

“원전 내 저장시설 규모·운영기간,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을” 부산일보 02면 종합

“원전 고통 받는데 이번엔 폐기물이냐” 국제신문 09면 사회

1400억대 ‘아쿠아월드’ 수족관법 개정안에 또 좌초 위기 국제신문 02면 종합

강다니엘, 부산시 홍보대사 ‘와인드 업’ 아시아투데이 23면 연예

강다니엘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 경남일보 14면 라이프

‘부산형 주민자치회’ 조성 첫걸음 서울경제 32면 전국

부산시, 주민자치회 추진 5개구 선정 4억4000만원 지원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경제

2030부산엑스포 전략적 주제 개발, 열띤 토론의 장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월드엑스포 활용 논의 국제콘퍼런스 개최 국제신문 14면 경제

설비투자 대기업 공제율 1→2%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울경 강소기업 매출↑ 수익성↓ 국제신문 14면 경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서 부산은 ‘뒷전’ 국제신문 03면 종합

‘왕자표 고무신’ 낳은 신발의 도시 부산, 옛 명성 되찾는다 국민일보 15면 사회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오늘 오픈 한국일보 16C면 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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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오늘 문 열어 한국경제 28면 지역

부산 정치

박태수 북·강서을 출마?… 吳 중간평가 되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총선 ‘부산 인물’ vs ‘서울 인물’ 싸움 될 판 부산일보 08면 정치

“총선 룰 정해졌다”… PK 민주당 공천경쟁 본격화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시청 합목회 임원총회·회장 이취임식 경남신문 14면 인물

부산 문화

‘고독을 춤추다’ 박재현 솔로 무대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서 만나는 지휘자 이민형 첫 무대 부산일보 20면 문화

‘흉물 논란’ 부산현대미술관 수직정원 ‘찜찜한’ 보식 결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국제해양영화제 5~7일 개최 영화의전당서 24편 상영 국제신문 24면 문화

부산시향 내일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이민형 데뷔 국제신문 24면 문화

영화의전당ᆞ부산국제영화제, 업무협약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마항쟁 전두환, 10·26 일주일 전 ‘부마항쟁’ 진압계획 세웠다 한겨레 02면 종합

청년정책 

3년간 

5000억 

투입

부산 청년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 지원 부산일보 01면 종합

취업 활동비·주거 지원 대폭 확대 ‘긍정’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청년자활에 4921억 투입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청년정책에 3년간 4921억 투입한다 한국일보 16C면 부울경

3년간 5000억 투입 청년들 자립 돕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메이드 인 

부산

메이드 인 부산 캠페인 선두주자로 나선 오 시장 부산일보 16면 경제

오거돈 부산시장, ‘르노 삼성 QM6 구매’ 약속 지켰다 한국일보 16C면 부울경

르노삼성-부산시 ‘메이드 인 부산’ 캠페인 서울경제 12면 산업

“제 차는 QM6” 르노삼성에 힘 실어준 오거돈 시장 파이낸셜 02면 종합

吳시장, 르노車 구입… ‘메이드인 부산’ 홍보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동래구 오거돈 시장 “동래 금강공원 드림랜드 내년 추진”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사상구 ‘강력범죄 무방비 노출’ 사상 창날공원 일시 폐쇄키로 국제신문 06면 사회

서구 서구청 ‘불법적’ 부지 사용 허가 10억대 손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수영구 옛 ‘미월드’ 유치권 갈등에 용역 동원 충돌 국제신문 10면 사회

영도구

속도 제한 실험 1년… 영도 보행자 사망사고 37.5% 감소 국제신문 09면 사회

“문화도시·경제기반 뉴딜사업 영도구의 큰 변화 발판될 것” 국제신문 09면 사회

태종대 울창한 숲길 지나면, 선물같은 ‘파스텔빛 세상’ 국제신문 19면 문화

해운대구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살리기 나섰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발판에 매달릴 필요 없는 ‘안전한 청소차’ 부산일보 11면 사회

짙은 해무로 뒤덮인 해운대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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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안정화·해운재건 사업 본격화 1년 동안 기틀 다져” 부산일보 28면 인물

축구 골대 매달린 중학생 넘어지며 깔려 결국 사망 부산일보 11면 사회

반여 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숨져 국제신문 06면 사회

7/5

부산 시정

낙동강 ‘생태교란식물 퇴치’ 환경부 산하 공무원 나섰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여성NGO연합회 ‘성평등 인식’ 교육 부산일보 27면 인물

박명진 부산사격협회장 부산 회원종목 연합회장 취임 부산일보 27면 인물

종목단체장연합 박명진 신임회장 국제신문 25면 스포츠

엉터리 대기오염 물질 측정 실태 규탄 부산일보 05면 종합

“440억대 부실 납품 ‘원전 여과배기 설비’ 서둘러 감사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도시철도 노사, 노동쟁의 조정 결렬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지하철노조·교통공사 노동쟁의 조정 결렬 국제신문 06면 사회

“국내 최초 트램 유치 성과 지역 화폐로 경제 살릴 것”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주거 취약층 대안 ‘사회주택’ 기반 마련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쓰레기봉투 값 담합 붕괴… “선심성” vs “주민 부담완화” 국제신문 06면 사회

어르신에 사랑의 삼계탕 대접 국제신문 06면 사회

만취 음주운전자 뒤쫓아 검거 도운 소방관들 국제신문 06면 사회

“55보급창 이전 현실성 낮아… 엑스포 유치 걸림돌” 국제신문 05면 종합

40년만에 가동멈춘 ‘조용한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리 ‘긴장감 

여전’
머니투데이 18면 기획

부산시, 환경교육도시 조성에 앞장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부산 경제

제주항공, 부산~싱가포르 신규 취항 부산일보 17면 경제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1주년 기념식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한·일 협력할 건 협력!”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KMI 새 원장, 현장 밀착도 높이고 소통해야” 부산일보 19면 농수축산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인해도 주가 ‘훨훨’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개소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시, 430억 투입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개소 아주경제 21면 사회

부산硏 등 부울경 연구기관 3곳, 민자사업 추진여부 심사 국제신문 01면 종합

빈집에 숨결… 도시재생 첫 벤처투자 20억 받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축제 발전 위해 대선주조 5억 후원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서 中 성형의료인 재교육… 의술 교류” 국제신문 26면 인물

“부산 지역화폐 성공하려면 민관협의체 구성해야” 국제신문 27면 인물

벡스코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놓고 노노갈등 우려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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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LCC, 난기류 만났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네일아트 체험 동아일보 12면 사회

캠코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상’ 수상 내일신문 10면 금융

부산 정치

부산시, 과장급 이상 59명 승진·전보인사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 문화체육국장 김배경·관광마이스국장 조용래 국제신문 08면 사회

숙명의 맞수? 끝나지 않는 오거돈-서병수戰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3선 유재중 추대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에 3선 유재중 내정 국제신문 04면 종합

원외 위원장에게 희소식 “간판에 당명·직책 표시 가능” 부산일보 08면 정치

이래서 정치는 생물… 北風·日風에 PK 민심 ‘들썩’ 부산일보 08면 정치

해양개발원·수과원 차기 원장 인선 촉각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서병수 ‘동해선 원동역사’ 비판에… 박태수, 정면 반박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기장 임기마을의 변천사’ 근현대 구술조사 사업 착수 부산일보 23면 문화

시민공원 흰 오리, 엄마 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빛깔 고운 한복 입고… 국제신문 09면 사회

광안대교 

보행로 

시범개방

“광안대교 걸어 보세요” 27일 오전 4.9㎞ 개방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광안대교 보행길 열린다 경향신문 14면 전국

車로만 달리던 광안대교, 이젠 걸어 보실래요 서울신문 21면 전국

광안대교 걸으며 ‘인생샷’ 남겨보세요~ 세계일보 10A면 전국

광안대교 보행길 시범 개방… 市 “관광 상품화 검토” 한국일보 14C면 부울경

부산 광안대교 보행길 열린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울경 

광역교통 

현안 연대

부·울·경, 손잡고 광역교통 현안 해결 나선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경·부·울 광역교통 현안 국토부에 6건 공동건의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

부울경, 광역교통 현안 국토부에 공동 건의 경남일보 02면 종합

2030엑스포 

추진

“2030부산엑스포 꼭 유치를” 부산일보 17면 경제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미래 발명품 박물관’ 만듭시다” 부산일보 28면 인물

2030엑스포 ‘국가사업화’ 축하 공연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월드엑스포 통해 남길 유산 고민해야” 국제신문 14면 경제

완월동 폐쇄 

추진

부산 마지막 홍등가 ‘완월동’ 폐쇄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하나둘 붉은 등은 꺼지고… 성매매집결지의 ‘화사한 변신’ 부산일보 03면 사회

해운대 609·감전동 뽀뿌라마치 ‘역사 속으로’ 부산일보 03면 사회

“월세 지원 등 주거 정책 면밀히 다듬어야” 부산일보 05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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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부산대 앞 노점상 합법화 추진 ‘기대 반 우려 반’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추경 예산 전액 삭감… 추진사업 ‘빨간불’ 한국일보 14C면 부울경

부산 기장 ‘임기마을’ 생애 역사로 기록한다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동구 ‘쩍’ 갈라진 옹벽 위 노후아파트, 놔둬도 되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위탁취소 가처분 법원, 부산진구청 항고 기각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하구 사하구, 둘째 출산하면 건강관리비 절반 지원 국제신문 09면 사회

수영구 수년째 하세월 부산 ‘미월드’, 이번엔 유치권 갈등 한국일보 14C면 부울경

해운대구
해운대 해무 ‘눈대중 관측’ 언제까지… 국제신문 08면 사회

“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숨진 사고 구 관리 소홀 탓” 결론 국제신문 10면 사회

7/6 “경제 와이라노” 분노한 부울경…시도지사에 낙제점 매일경제 02면 종힙

7/8

부산 시정

부산역~북항 보행덱 통로 한층 넓어진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내년부터 민락항 테트라포드서 낚시 못 해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관광 패러다임 바꾸려면, 해상케이블카 설치해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관광 되살릴 것” “공공재 사유화” 해상케이블카 이견 여전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철도 재배치 철도시설公 참여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도전장 국제신문 02면 종합

향후 2년 2조씩 적자 전망… 부산시, 재정 군살 더 뺀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환경공단, 경영평가서 ‘최우수’ 국제신문 25면 인물

“협의도 없이 반려견 놀이터 후보지 선정” 국제신문 09면 사회

공영화도 전에 공동어시장 현대화 준비한다며 해외 출장 국제신문 09면 사회

고용·저출산·고령화 부산 재정 중점 투입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 파이낸셜 01면 종합

재정전략회의 연 부산시 “시민 체감하는 재정 운용”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경제

“해양진흥公, 더 낮은 자세로 선사와 동반자역 해 주길” 부산일보 17면 경제

수영만 요트장 30년 만의 재개발… 마린시티 상권이 들썩인다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안 사고, 안 팔고, 안 갈래”… 들끓는 ‘보이콧 재팬’ 국제신문 03면 경제

“우주산업 돈 된다” 민간기업들 우르르 동아일보 B06면 IT

㈜ 모텍스어패럴, 부산시청서 기부물품 전달식 경남매일 13면 인물

부산 정치

개각 앞둔 여권, PK 총선 출마자 윤곽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세연 “부산에 ‘보험자병원’ 설립을” 부산일보 08면 정치

심상정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보수통합’ 기치 黃 체제 4개월… 한국당 부산 정치권 

‘사분오열’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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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총선 PK 3석 등 10석 목표” 부산일보 04면 종합

바른미래당 내분 부산서 또 민낯… 손학규 방문 두고 설전 국제신문 05면 정치

김도읍, 부산시에 연일 각 세우는 사연은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문화

자연친화…실용성…모던… 북유럽 감성, 부산에 일렁이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블루 카펫’ 펼칩니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어린이·청소년들의 시네마천국 내일 막 오른다 경남신문 18면 문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국립해양박물관 위상 ‘흔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문화국장 또 ‘단명’ 市 ‘문화 홀대론’ 우려 부산일보 20면 문화

응원에 내년 세계선수권 성공 개최 자신“ 부산일보 25면 인물

작가와 배틀 드로잉, 캐릭터 소환 작전… 부산 ;‘웹툰 마법’ 

걸린다
국제신문 20면 문화

야외극장서 영화를… 좀비와 ‘박캉스’를 국제신문 20면 문화

부산외대 우암캠퍼스, 올 상반기 부산 최다 촬영지 국제신문 21면 문화

“부산 첫 갑골문 강좌… 문화자산 한자의 소중함 설파” 국제신문 25면 인물

주관사 변경 후유증? … 지산-펜타포트 흥행 ‘빨간불’ 동아일보 23면 문화

‘부산시장배 장애인론볼대회’ 오늘 개막 서울경제 31B면 전국

박항서 감독, 부산시 홍보대사 요청받아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오거돈 부산시장, 박항서 감독에 시 홍보대사 요청 경남일보 12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해법없는 軍 공항 이전…지역 갈등 커진다 서울경제 31면 전국

국토위, 올 첫 업무보고… 국토부 “김해신공항 조속처리” 문화일보 06면 정치

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따라 몰린 버스 노선 부산 버스 준공영제 취지 실종 부산일보 01면 종합

노선 ‘빈빅빈 부익부’ 심화 ‘교통 취약지’ 없앨 혁신 대책 

마련을
부산일보 03면 사회

“명지·정관·시 외곽 산업단지로 버스 노선 늘려주세요” 민원 

폭주
부산일보 03면 사회

혁신도시

기관장 55% 근무지 안 살아… 혁신도시, 주말엔 ‘유령도시’ 

된다
서울신문 12면 기획

“출퇴근 문제없어” “퇴임 후 어차피 돌아갈 텐데…” 서울신문 12면 기획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부산 홍보맨’ 목표는 상생 서울신문 12면 기획

‘기업 

프렌들리’ 

지자체

기업 잡는 ‘지자체 리스크’ 최악은 고무줄 인허가절차 매일경제 01면 종합

“경관 해친다”… 동해시, 95% 진행된 발전공사 철거 요구 매일경제 04면 기획

복잡한 인허가 절차·지자체장 포퓰리즘에… “기업하기 

힘들다”
매일경제 04면 기획

‘기업 프렌들리’ 광역단체장…이재명·이용섭·이시종 順 매일경제 05면 기획

기장군 치수냐, 보존이냐… 갈대습지 훼손 논란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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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부산 첫 지역화폐 ‘e바구 페이’ 내달 발행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구
조명 꺼져도 술판·쓰레기 여전한 민락수변공원 부산일보 10면 사회

불 꺼도 음주·소란… 민락수변공원 ‘극약처방’도 안 통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연제구 “문화시설 건립 공간 마련 중 주민이 이끄는 행정 펼칠 것” 국제신문 10면 사회

영도구 “불법 주정차로 막힌 ‘깡깡이 마을’ 보행환경 대폭 개선”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백사장 40년 새 반토막 경남일보 07면 지역

7/9

부산 시정

“집 전기 낭비 습관 바로잡아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동물학대 꼼짝마”… 부산시, 전담 특별사법경찰 만든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분리수거 하면 음료 교환 포인트 준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공공 풋살장, 비고정식 골대 임시 고정 국제신문 08면 사회

“공단지역 환경통합관제센터 설치 24시간 대기·악취 등 상황 

모니터”
국제신문 10면 사회

재난 대응요령 반복 체험교육… 인명·재산 피해 줄인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안전교육 수요 증가… 초등학교에 소규모 체험관 잇단 신설 국제신문 06면 기획

“국제관광도시 업그레이드” 대개조 정책투어 한창 국민일보 18면 여행

방파제 추락사 막고 바다 경관 지키는 ‘삼발이’ 한국경제 28A면 지역

“월드엑스포 유치, 부울경 광역체제 구축을”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부산 경제

규제 풀고 임대료 빼주고… 도서관에서 키우는 ‘바리스타 꿈’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다움 자랑할 의료상품 발굴 나서야”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도시공사 청년임대주택 하반기 59호 입주자 모집 부산일보 16면 경제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기업규제 풀어야 부산경제 산다” 부산일보 165면 경제

해외서 돌아온 부산 신발업체들 ‘공장 자동화’에 사활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청년층 생계형 식당 창업 ‘급증’ 한국일보 16C면 부산

“빈 컨테이너 통해 외래 생물 무방비 이동”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 2개 공기업 경영실적 최우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클린에너지 기술 혁신 부산 13개 기업 선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공급 넘치는데 … 中저가철강사 허가하겠다는 부산시 매일경제 06면 경제

기업유치 양극화 가속 지방은 있는 기업도 못지켜 매일경제 06면 경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제8기 영남권 졸업식 열려 경남신문 12면 경제

부산 정치

“기대했던 북풍 효과 얼마 안 가네”… 속 타는 민주당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 예결위 전열 정비 ‘끝’ … ‘또’ 장제원 부산일보 08면 정치

속도 못 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부산일보 08면 정치

오거돈 부산시장 “아베, 보복성 경제제재 즉각 멈춰라” 국제신문 03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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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 “日정부 보복성 경제 제재 멈춰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오거돈 시장 “韓日문제는 곧 부산의 문제” 파이낸셜 01면 종합

간신히 굴러가는 ‘6월 국회’… 부산현안 통과는 ‘안갯속’ 국제신문 05면 정치

“2030 월드엑스포 유치하는 부산, 울산·경남과 공동 대응을”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문화

대선주조, 부산문화관광축제 5억 후원 협약 부산일보 24면 인물

이번에 돌아볼 부산은 ‘강다니엘 코스’ 입니다~ 부산일보 18면 교통

식수로, 때론 정화 의미로… ‘물’ 로 느껴보는 아세안의 삶 국제신문 22면 문화

국립해양박물관 어시장 테마전시회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기장 임기마을’ 역사 구술조사로 기록한다 국제신문 22면 문화

부산 앞바다 7색 매력속으로 풍덩 빠져볼까 국민일보 18면 여행

응접실 전등갓이 된 구겨진 종이 국민일보 22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입지변화 없어 10월내 총리실 검증 마무리”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부산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예고 하루 앞으로…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지하철 노사, 오늘 막판 교섭서 합의안 나올까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지하철 멈춰서나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지하철 내일 멈춰서나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 경남일보 07면 지역

분양가 

상한제 

확대 추진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임박… 업계 초긴장 국제신문 02면 종합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 주택시장 파장 예상… 부산 도입은 

‘미지수’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시 “해운대 등 조정대상 해제해 달라” 부산일보 06면 종합

강서구

‘침하 불안’ 강서구 지하안전위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산단 개발 이주민 애환 위로 ‘녹산고향동산’ 완공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도시公, 강서구 실향민 위한 ‘녹산고향동산’ 완공 국제신문 14면 경제

금정구 “침례병원, 보험자병원으로!” 부산일보 08A면 정치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친환경 에너지 체험단 모집 서울경제 33A면 전국

남구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철거하라” 남구 지역 노동자들도 

‘한목소리’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구 부산 동구, 지역화폐 e바구 페이 내달 13일 출시 한국일보 16C면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 드림랜드 ‘불안한 회생’ 국제신문 01면 종합

사상구 신라대서도 ‘붉은 수돗물’… 학생들 원인도 모른 채 ‘공포’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관광버스 전용’ 전락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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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성매매집결지 ‘완월동’ 업주 아닌 공공 위한 개발을” 부산일보 05면 종합

7/10

부산 시정

낙동강 하구 철새, 논 만들어 부른다 부산일보 11면 지역

부산의료원장의 ‘투잡’ 이대로 괜찮나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 최초 해안도로 시내버스 운행 ‘일단 멈춤’ 부산일보 09면 사회

오거돈 시장-구청장 13명 최고정책회의 국제신문 03면 종합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비 환수해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 건설업계 ‘하도급 인센티브’ 신경전 부산일보 13면 경제

日 수출규제 확대 땐, 부산시 지원대책단 꾸린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테크노파크, 중기부 지역기업 육성사업자로 선정 국제신문 16면 기업

부산시, ‘해수동’ 조정지역 해제 내달 요청키로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시,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국제신문 20면 노동

식자재 전산 관리로 성장 “인재가 경쟁력…” 국제신문 16면 기업

정부 도시재생 분야 부산 6개 기업 육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日 메가뱅크 ‘미즈호’ 韓 2호 지점 중단 서울경제 04면 경제

“해양 오염·어자원 고갈 심각…바다숲·목장 크게 늘릴 것” 문화일보 17면 전국

부산 정치

日 “수출규제 협의 대상 아니다” 문 대통령 요구 거부 부산일보 01면 종합

WTO에 부당성 공론화 미국에 중재 요청 ‘투 트랙 전략’ 부산일보 03면 종합

이낙연 “아베 북한 언급, 안보 흔들 위험발언” 부산일보 08면 정치

교도소 찾아 큰절· 손편지로 화답 ‘보고 싶던 어른 정치’ 부산일보 08면 정치

‘험난한 중진의 길’ PK 누가 살아남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文 “공공기관, 공정경제 모범돼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지도부, 김세연 여연원장 교체 시도 국제신문 05면 정치

신공항·드루킹 ‘결론 타이밍’ 총선 변수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부산 문화

부산 와서 해수욕만? 어촌체험도 있어요!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공연 10일 전 아닌 ‘3일 전’ 전액 환불 길 열린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예술계, 하반기 ‘공연장 대란’ 불 보듯 부산일보 20면 문화

대선주조, 부산지역 축제에 5억 후원 협약 국제신문 27면 인물

“국제 감각 차세대 지도자 육성이 IYF 목표” 국제신문 26면 인물

지원금 늘려도 양질의 콘텐츠 미미… 창작물, 공공재로 

관리해야
국제신문 23면 기획

“부산문화재단 예산 자율성·정책 독립성 확보 절실” 국제신문 23면 기획

‘록페’의 계절, 마음껏 즐기도록! 한겨레 20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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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 원칙 불변 가덕도는 전혀 고려사항 

아니다”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부산파-수도권’ 여권 내 온도차 내일신문 06면 자치

대정부 질문 자취 감춘 ‘부울경 신공항’ 공격수 내일신문 02면 정치

부산지하철 

파업

노사 최종교섭 결렬 부산도시철도 파업 부산일보 01면 종합

임금 인상 놓고 노사 ‘강 대 강’ 충돌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지하철노조 오늘 파업 돌입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지하철 오늘부터 파업 서울신문 13면 사회

부산지하철 노조 오늘 첫차부터 파업 세계일보 11면 사회

부산지하철 오늘부터 파업 매일경제 28면 전국

임금 인상폭 평행선…부산지하철 결국 멈춰서나 서울경제 29면 전국

부산지하철 노조 파업 돌입 한구경제 29면 사회

부산 지하철 파업돌입… 타지역보다 평균임금 높아 ‘눈총’ 문화일보 13면 사회

부산상의 

창립 

130주년 

기념식

부산상의 ‘창립 130주년 기념식 ’지역 경제 미래비전 제시 부산일보 13면 경제

‘부산경제 공로자’에 故강석진·현승훈 회장 국제신문 15면 경제

지역경제 위기 때마다 ‘횃불’ 역할… 다시 힘찬 발돋움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상의 창립 130주년…‘한국경제 재도약, 부산에서 길을 

열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수출기업 죽어나는데… 부산商議 성대한 생일잔치 한국경제 30A면 지역

캄코시티 

사태

부산저축銀 캄코시티 채권 6500억 회수 물 건너가나… 부산일보 05면 종합

예보, 캄코시티 소송 패소… 6500억 회수 차질 국제신문 01면 종합

지루한 법정공방 불가피… 피해자 3만8000명 구제도 ‘아득’ 국제신문 03면 종합

기대했던 피해자 실망 “정부가 나서달라” 국제신문 03면 종합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 “포기안해” 헤럴드경제 18면 경제

민주당, 

김여정 초청 

추진

민주당, DJ 10주기 北김여정 초청 추진 서울신문 09면 국방

與, 내달 DJ 10주기에 김여정 초청 추진 조선일보 08면 정치

민주당, 내달 DJ 10주기에 北김여정 초청 추진 매일경제 08면 정치

부산시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부산시,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도입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시,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전격 도입 한국일보 12C면 부산

감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부산, 시장직속 기구 도입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시장직속 감사위원회 도입… 10월 출범 예정 아주경제 21면 사회

부산시 감사행정 투명해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형 OK

사업
내가 직접 만드는 지역 일자리 ‘부산형 오케이 사업’ 추진 부산일보 16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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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OK일자리 사업’ 추진 서울경제 29B면 전국

주민 참여형 일자리에 20억원 푼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지역 일자리, 주민이 직접 만든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불꽃축제 

유료좌석 

판매

‘부산불꽃축제’ 유료 좌석, 오늘 바로 구입하세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 온라인 판매 개시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 온라인 판매 시작 경남일보 06면 지역

기장군
‘주차 몸살’ 기장 아홉산 숲 폐쇄 6일 만에 개방 ‘소동’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우선분양 ‘대박; 한국일보 12C면 부산

동구 고택 ‘금당다우’ 부재 좌천초로 이전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진구 건물주의 과욕·상인의 눈물… 전포카페거리 ‘애타는 상생’ 부산일보 02면 종합

사상구
학장천 난간붕괴 추락사 한 달… 땜질 처방만 해놓고 ‘뒷짐’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경제의 중추 사상공단 첨단산단으로 탈바꿈할 것” 국제신문 10면 사회

수영구 수영고가도로 비콘그라운드 운영놓고 ‘동상삼몽’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구 16년 만에 영도 중리산 지뢰 제거 작전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에 해무 관측 시정계 설치한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7/11

부산 시정

市, ‘공동주택관리 상담전문지원단’ 만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취약계층 폭염 대비 재해구호기금 16억 원 교부 부산일보 04면 종합

다 마신 페트병·캔 사이다로 바꾸세요 부산일보 17면 유통

“55보급창 시민공원으로!” 부산시민 10명 중 7명 찬성 부산일보 05면 종합

시민 64% “미군 55보급창 반환에 동의”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아파트·주택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오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아직도, 부산 9만 8000세대 “도시가스 좀!” 부산일보 11면 사회

2022 세계걷기총회 부산 유치단 발족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그린파크라인’ 금연구역 지정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인도 막은 나무… “열섬 완화” “보행 불편”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도심 한복판에 불법 의료폐기물 4t 무단 방치 국제신문 06면 사회

도시철 양산선 마을 위 교각 논쟁 국민청원행 국제신문 10면 사회

음주운전 근절 홍보 계속했더니… 적발 건수 절반으로 ‘뚝’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 구성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 청년고용률 ‘청신호’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고용률 5개월 연속 상승 국제신문 14면 경제

대만 관광객 2000명 부산 입항… “아시아 2위 크루즈 시장 

잡았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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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신항 웅동 배후단지 개발 맡나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에코델타시티 적용 혁신 기술 개발기업 공모 부산일보 14면 경제

경남 집값 오를 때, 부산은 왜 안 오를까 부산일보 15면 경제

해운대 부동산값 떨어지자 외국인 취득 2년 연속 급증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금융권 수장, ‘낙하산’ 가고 또 낙하산? 부산일보 02면 종합

“지역 업체에 하도급, 지역 경제 실질적인 도움 되게 할 것”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 MICE 유치·행사 인재육성 캠프 국제신문 15면 여행

부산 4명 중 1명 日 관광객… 발길 끊을까 조마 국제신문 15면 여행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산에는 영향 없을 듯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울 집값, 수도권과 달리 지역 요인에 민감” 국제신문 14면 경제

타임캡슐에 부산의 염원을 담다 서울신문 18A면 전국

부산, 모범 기업인에 강석진·현승훈 회장 선정 한국경제 28A면 지역

창업공간 러시 부산, ‘창업도시’ 도약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경부울 미래 이끌 과학 인프라 유치 힘 보탤 것” 경남신문 11면 인물

부산 정치

“지방 이전 공공기관 200개 추가 계획” 부산일보 04면 종합

여야 ‘경제정책’·‘日 규제 대응책’ 공방 부산일보 06면 정치

‘공천=당선’ 강세지역엔 정치 지망생들 ‘문전성시’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활한 친박의 비박 흔들기… 선거 앞 ‘집안싸움’ 도지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김문기 선출 부산일보 08면 정치

알짜 시의회 예결위원장 경쟁 뜨거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서병수 ‘리더십 4.0 사랑방’ 천영우 이사장 초청 강연 국제신문 05면 종합

다시 돌아온 평화무드… 민주, 방북 움직임 아주경제 06면 정치

일본 경제보복에 지자체들도 ‘발끈’ 내일신문 06면 자치

공원일몰제 해결 “국고·토지은행제가 해답” 내일신문 02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화려한 개막 부산일보 19면 문화

공익+환경+최첨단 기술 융합 올 부산국제광고제 본선작 

키워드
부산일보 18면 문화

“부산 세계탁구대회 남북 단일팀 만들자”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문화재단 기획경영실장, 10년 만에 내부 승진 부산일보 18면 문화

아세안문화원,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초청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오페라하우스 年 예산 150억 추산… 재정자립 숙제로 국제신문 02면 종합

피서철 해수욕장 패러글라이딩 ‘아찔’ 국제신문 08면 사회

대선주조, 부산축제 발전 위해 5억원 협찬 동아일보 16D면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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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랑한다, 헌 옷에 담긴 그 사람의 체온을” 조선일보 22면 문화

김환기 보고 호크니 보고 RM 덕에 미술관이 들썩 조선일보 22면 문화

재미를 담은 ‘산마루놀이터’ 건강한 자연 ‘상하농원’ 파이낸셜 B01면 경제

어둡고 칙칙한 ‘쓸모없는 땅’ 다리밑의 변신 파이낸셜 B15면 경제

“부산 곳곳의 유휴공간, 창의적인 장소로 재생” 파이낸셜 B15면 경제

뜨겁게… 화려하게… 록음악 들으며 여름을 불태우다 문화일보 24면 기획

부산지하철 

파업

부산 도시철도 파업 장기화 조짐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체인력 미숙, 역 아닌 곳 전동차 서기도 국제신문 01면 종합

교통공사·시 강경 대응, 노조 “소송 불사”… 재협상 ‘막막’ 국제신문 03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연봉 얼마길래 국제신문 03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사장 ‘지하철노조는 적폐’ SNS 올려 비난 쇄도 국제신문 03면 사회

파업한 부산지하철, 출퇴근 시간 정상운행 경향신문 15면 전국

부산지하철 파업…출근시간은 정상운행 매일경제 27면 사회

“안전인력 채용” vs “임금인상” 결국 또 멈춰선 부산지하철 서울경제 32면 전국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열차 운행 차질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스마트시티

부산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10개 사업’ 공모 국제신문 14면 경제

규제 막힌 혁신기술 스마트시티서 ‘활짝’ 세계일보 15면 경제

부산 스마트시티 10개 혁신사업 공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강서구 미음 MS데이터센터 ‘조경설치 건축물’서 제외 국제신문 10면 사회

기장군 기암괴석 절경… 해변 카페서 ‘커피&힐링 타임’ 문화일보 24면 기획

남구
택시 타고 ‘원정 목욕’ 가는 우암동 소막마을 어르신들 부산일보 11면 사회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지방자치행정 ‘대상’ 국제신문 28면 인물

동구 동구 주택가서 다량의 의료폐기물 적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구 “구포개시장 반려동물 공간화 북구형 교육정책 본격 시행”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앞 무단횡단 방지시설 파손된 채 방치 부산일보 08면 사회

7/12

부산 시정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달 말 확정 부산일보 05면 종합

잇단 안전사고에 부산항 안전시설 대폭 확충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시민 해양 멘토’ 해양해설사 배출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스쿨존 차량통행 제한” 부산시민 80%가 찬성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스쿨존 시간제 차량제한 80% 찬성 경남일보 06면 지역

“우리가 가진 재능·기술로 나눔 실천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 위해 여생 바친 ‘위트컴 장군’ 추모식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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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관내 출장’ 일상화한 부산 공무원… 혈세 줄줄 샌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치솟는 ‘A형 간염’ 증가세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마항쟁기념식 부산·창원 ‘동행’ 국제신문 01면 종합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스쿨존 차량통제 힘 실린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항만 안전사고 정확한 통계 집계해 대응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 경제

부산시, 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삭제… 정비사업 손보나? 부산일보 05면 종합

인류 달 착륙 50주년… 나만의 달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국제신문 18면 IT

AI가 공정 분석하자 생산 258% 늘고 불량 50% 줄었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신항 웅동 2단계 배후단지 우선협상자 BPA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취업 못해 부산 떠나는 청년 없게 할 것” 세계일보 10A면 전국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반토막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시-16개大 손잡고 대학 우수기술 사업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대학 기술 사업화’ 비전 제시… 3년간 240억 투입 파이낸셜 04면 부산

구글CEO·알쓸신잡 교수님 부산에 뜬다 매일경제 26A면 영남

부산 신발산업, 첨단 신고 세계시장 향해 뛴다 한국경제 29A면 지역

부산 정치

윤준호 의원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 부산일보 17면 경제

최인호 “하단~녹산선에 하단포구역 신설해야” 부산일보 08면 정치

실세장관 김현미 몰아붙인 박재호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풍’ 기대했던 민주당 PK, ‘조국 딜레마’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해영·윤준호, 정부정책 잇단 쓴소리 ‘소신 행보’ 국제신문 05면 정치

이재갑 “노동정책, 민주노총만 바라보지 않다” 매일경제 08면 정치

윤준호 ‘배덕광과 맞절’ 곤혹 내일신문 02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서 만나는 핀란드 감성 부산일보 01면 종합

문 열자마자 “핀란드 작품 보자” 발걸음 쇄도 부산일보 02면 종합

올해 바다미술제 주제 ‘상심의 바다’ 부산일보 23면 문화

“BIKY 성장에 역점… 세계적 축제로 거듭날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부산웹툰페스티벌 오늘부터 나흘간 열려 동아일보 16D면 영남

“멀어지는 한·일 지역경제 협력 스포츠산업 교류로 대안 마련”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대학 총장협의회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 부산일보 05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은 청년의 꿈 부울경 대학 총장들 한목소리” 국제신문 03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대학 총장들이 나섰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울·경·제 대학 총장협,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촉구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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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제 대학총장협 ‘동남권 관문공항’ 촉구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동남권 관문공항’ 챙기는 대학총장협의회 경남일보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론은 언제? 내년 PK 총선 ‘뜨거운 감자’ 부산일보 08면 정치

이총리 “동남권 신공항 입지 이른 시일내 검증기구 구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문화 

2030 비전 

선언

“부산을 글로벌 해양문화도시로” 부산일보 23면 문화

부산시, 2030년까지 문화예산 3%로 확대… 매년 280억 증액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문화 새틀 짜기… “재원 확보안·실행 로드맵은 부족”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 산 문 화 시 정  변 화  시 작 …  시 민 이  주 도 하 는  글 로 벌 

해양문화도시
한국일보 14C면 부산

2030년 북항에 예술가 활동 거점 만든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북항 거점 역사·문화벨트 만든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지하철 

파업

부산 도시철도 노사 협상 타결 부산일보 01면 종합

공사 구조적 적자·신규 인력 채용 임금 부담 여전히 숙제 부산일보 03면 사회

노조-공사 갈등 놓고 여론 부정적 노사협상 급물살 극적 타결 

성공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에 비난 ‘봇물’ 부산일보 03A면 사회

‘노동존중’ 정부, 묘한 ‘반노동 정서’ 경향신문 12면 사회

부산지하철 노사 임단협 타결… 파업 철회 세계일보 08면 사회

부산지하철 파업 철회 매일경제 27면 사회

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이틀만에 철회 문화일보 16면 전국

강서구
곳곳에 일본식 건축물…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 대변 국제신문 06면 기획

음악가 금수현 나고 자란 곳 오는 22일은 탄생 100주년 국제신문 06면 기획

기장군

해가 지면 음악축제의 바다… 동해선·2층 버스 타고 

낭만여행까지
국제신문 B02면 특집

냉각~부지복원 빨라야 15년, 짓는 것 보다 더 어려운 대장정 머니투데이 19면 기획

동구 부산 동구 산복도로 ‘버스 도착알림’ 전구간 확대 국제신문 11면 사회

북구 동물학대 오명 구포가축시장, 반려동물 특구 꿈 꾼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사하구

“급경사 학교 진입로 안전 대책을”

학부모 호소에도 학교 측 “돈 없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등굣길이 등산길… 건국 중·고 학부모들 뿔났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꿈의 낙조분수·부네치아·선셋로드·문화 바캉스…모두 누린다 국제신문 B03면 특집

서구
바다 위로 1.62km 하늘 나는 듯… 물결 훤히 보이는 투명바닥 

‘아찔’
국제신문 B04면 특집

수영구 20년 방치 ‘금싸라기 땅’에 119센터·문화관광 복합시설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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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수변공원 심야에 가로등 소등 한달 가량 운영 후 보완책 

강구”
국제신문 10면 사회

영도구 부산의 또다른 얼굴, ‘깡깡이 바다’에 반했어요 조선일보 18면 전국

해운대구
레저존 좁아 교대로 서핑, 파도가 아까운 송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찔끔 늘린 송정 서핑공간, 여전히 ‘콩나물 시루’ 국제신문 09면 사회

7/15

부산 시정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 철거, 정부가 적극 나서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모래사구 여과 거쳐 매일 25만t 정수 생산 부산일보 05면 기획

“법 바꿔 일몰공원 사수” 시민단체, 국회의원 압박 나섰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의지 실종 국제신문 01면 종합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엉터리 투성이 … 혼란만 가중 국제신문 02면 종합

서울보다 1년 빨리 구축했지만 정보 공개두고 갈등 반복 조합 

많아
국제신문 08면 사회

시는 인권 챙기는 데 발걸음 더딘 구·군 국제신문 10면 사회

수영강 수상레저 시설 내달 재개장… 곳곳 암초 국제신문 10면 사회

“소상공인·프랜차이즈 통계 신설… 민생정책 적극 반영” 국제신문 25면 인물

원전 해체하다 사고 땐 치명적…”0.1%도 안전 허점 없어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핵폐기물 방사선 측정 기준 마련 시급”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 노사, 임금인상률 0.9% 합의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부산 해양수산정책 노하우, 亞·아프리카 9개국에 전수 문화일보 13면 전국

부산 주차난, 공유경제로 해법 찾는다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부산 경제

친환경·고효율로 ‘조선기자재 한류’ 이끈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여성 일자리 창출 플랫폼 만들기 세미나 부산일보 25면 인물

BPA,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도입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맞는 일자리 없다” 부산 등지는 청년들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졸자 58.6%만 부산 첫 직장… 어릴수록 “거주 의사 없다” 부산일보 03면 기획

대졸자 많은 부산, 중소기업은 청년들 ‘스펙’이 부담스럽다 부산일보 03면 기획

러시아서 ‘부산 의료관광 설명회’ 성료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도시공사, 청년임대주택 59가구 공급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부산대 컨소시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맡는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공들인 ‘스타트업 파크’ 부산 유치 실패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 아파트값 서울 3분의 1…양질의 직장이 가치 높인다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내 해운업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한국일보 B03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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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이 체감하는 캠코형 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일보 B04면 특집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 실현으로 동남권 상생발전 

견인”
한국일보 B11면 특집

부산 스마트시티 미래 홍보관 오늘 문 연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를…” 부산시 네번째 국토부에 요청 매일경제 26면 부동산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요구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시, 섬유패션사업 인재양성 과정 운영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정치

“19일까지 의결” vs “선심성 반대” 여야, 국회 추경 심사 ‘산 

넘어 산’
부산일보 06면 정치

거물급 없는 부산 민주 “골목정치로 승부” 부산일보 06면 정치

“정의당, 내년 총선 범여권 단일화 안 해” 부산일보 06면 정치

日 저격수 하태경, 알고 보니 ‘외국어+검색’이 무기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현장이 답, 다시 거리로” 국제신문 05면 정치

당대표 복귀 심상정… “정의당 이름으로 총선 승리” 국제신문 05면 정치

여야, PK지역 총선인재 모시기 고민되네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문화

수준 높은 해외 아동극, 부산서 만나요 부산일보 19면 문화

세계 야구 미래 책임질 청소년 선수들 기장서 축제 한마당 부산일보 23면 스포츠

부 산 예 술 인  스 타  발 굴  프 로 젝 트  “ 혁 신 적 인  공 연 작 품 

뽑습니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위기의 바다에 대하여… 국제신문 20면 문화

60개국서 모인 청소년 “지성·인성 갖춘 글로벌 리더 꿈꿔요” 조선일보 D03면 라이프

“지역특성 스포츠 투어 부산 미래산업 될 것”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서핑族 죽도, 데이트族 송정 … 가족끼리는 제주 협재해변 한국경제 E09면 여행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불가” 부산, 릴레이 정책투어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상생의 날개 펴다 한국일보 B01면 특집

김해신공항 불가론 부산 8개구서 ‘군불’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입지 검증 잰걸음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이낙연 총리 “신공항 검증기구 이른 시일 내 구성”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산 스마트 

관광 플랫폼 

‘스마트 관광도시 부산’ 市, 온라인 플랫폼 만든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시 맞춤여행지 추천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개발 돌입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관광 온라인 플랫폼 내년 서비스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투어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투어 17일부터 16개 구·군 순회 부산일보 10면 사회

“김해신공항 불가” 부산시, 17일부터 구·군 정책투어 파이낸셜 04면 부산

“ 관 문 공 항  건 설 · 신 성 장 산 업  육 성  ‘ 부 산  재 도 약 

’앞장서겠습니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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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대안 연내 마무리… 월드엑스포 유치로 부산 

대개조 실현”
한국일보 B02면 특집

강서구

재활용품 반입 중단 이번 주 넘기면 ‘수거 대란’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10일째 중단… 쓰레기 대란 우려 국민일보 14A면 사회

부산, 재활용품 대란 현실로 세계일보 12A면 전국

금정구 “아파트 관리 컨설팅 서비스 공공병원 공백 해소에 최선” 국제신문 10면 사회

기장군

“고리1호기 해체 공청회, 기장군서 주관해야” 국제신문 02면 종합

전국·세계 야구인 몰려와 한판 승부… 국내 야구 메카로 

자리매김
한국일보 B03면 특집

동래구 ‘택시 추락사고’ 동래교 진입구간 연내 확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복날인데… 60년 만에 텅빈 구포개시장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상구 주거밀집지 공사장 100t 크레인 붕괴에 주민들 ‘압사 공포’ 부산일보 10면 사회

수영구 “하루 3300여 명 찾는데 주차공간은 69면”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빌딩풍 피해 예방책 찾는다” 해운대구, 전국 첫 학술용역 착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남부권 4차산업 중심지 키워 

산업전환 거점화 
한국일보 B02면 특집

해운대구, 빌딩風 피해 예방대책 세운다 서울경제 31B면 전국

7/16

부산 시정

쿨한 반바지, 핫한 논쟁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울산 전철 15일부터 운행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전~마산 복선구간 일반열차도 운행을”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해수욕장 물놀이 통제선 이탈 잇따라 안전 비상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의 ‘시민 우선주의’ 잇단 파업 파고를 넘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에 의료관광 오세요” 市·경진원 러 설명회 개최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의료산업, 러시아 공략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최고 입지 신항 2-5단계 부두 운영권 놓고 물밑 쟁탈전 부산일보 05A면 종합

차 등록대수 2344만 대, 2.2명당 1대 보유 부산일보 16면 경제

괴정4도 해제… 사업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리 막바지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항 이중파고… 물동량 유치 총력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BPA, 하도급 위반 신고포상제 도입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BPA,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마련 시행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제조업 경기전망 선방… 조선업 개선 효과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對日 수입 비중 17%… 차·기계 부품 뿌리산업 초비상 국제신문 03면 경제

“국공유지 위탁개발 정부·지자체 공공시설 지연 막고 예산부담 

덜어”
국제신문 13면 금융

부산형 공적개발원조 사업 세계 9개국에 전수된다 국민일보 14A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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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대구·부산, 최우수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경제, 再제조산업서 새 성장동력 찾아야”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항공회의소 130년… “동북아 해양수도의 길 걷자” 문화일보 13면 전국

부산 정치

총선 ‘간판스타’ 누구로 하나… 부산 여야 “어렵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노출 많아 得’ ‘지역 소홀 失’ 당직 감투 총선 득실은? 부산일보 08면 정치

文 지지율 바닥인데 불안감은 한국당 몫 부산일보 08면 정치

“혁신위 정상화하라” 바른미래 권성주 무기한 단식 부산일보 08면 정치

‘일몰공원 사수’ 요구에 국회의원 응답했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추가조직 정비 없이 공천 직행… 한국당 총선시계 빨라진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文 “수출규제, 결국 일본에 더 큰 피해 갈 것” 국제신문 01면 종합

與, 열받은 PK 민심 달래기 어렵다 경남매일 01면 종합

미중·한일 무역분쟁 영향 점검 내일신문 15면 산업

부산 문화

‘시장·영화·숲’ 테마路 문화路 걸어보는 원도심 부산일보 18면 교통

부산서 예산 전액 깎인 K-팝축제 ‘아송페’ 울산행 국제신문 02면 종합

‘2019 바다미술제’, 해양 오염 문제를 ‘예술’로 한국일보 16C면 부산

관광공사, SNS 해외기자단 경상권 팸투어 내일신문 18면 정책

동남권

신공항

“바람직한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정부, 추석前 결론 내야” 헤럴드경제 11면 인물

“조속한 총리실 검증을” 부울경 시민·교수 잇단 성명 헤럴드경제 11면 인물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 市 차원 첫 실태 조사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첫 공식조사… 국가 책임 가린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코렌스 유치

전기차 시대 ‘전기차 핵심 부품 공장’ 부산 강서구에 들어선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美中 유혹 뿌리치고…  코렌스, 부산 온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일자리 1200개 창출 기업 유치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부산시, 글로벌 중견기업 ‘코렌스’ 유치 한국일보 16C면 부산

3000억 전기차 부품 공장 유치 ‘대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車부품사 코렌스, 부산에 300억 들여 공장 설립 한국경제 28A면 지역

2030엑스포 

부산 유치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위한 ‘싱크탱크’ 출범 부산일보 01면 종합

‘2030엑스포’ 부산유치 전략 만들 싱크탱크 출범 국제신문 02면 종합

2030부산월드엑스포 지원 싱크탱크 출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2030월드엑스포 유치 나선 부산 싱크탱크 역할 ‘연구지원委’ 

발족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시, 2030월드엑스포 유치 위한 연구지원위 발족 파이낸셜 01면 종합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싱크탱크’ 닻올랐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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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싱크탱크’ 출범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강서구 市-생곡 주민, 재활용 쓰레기 대치 ‘팽팽’ 부산일보 11면 사회

금정구 “침례병원 경매 절차 재개 막아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갑상선암 유발’ 고리원전 책임은… 헤럴드경제 09면 사회

남구 이기대 갈맷길 ‘미국선녀벌레’ 기승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구 영주 시민아파트 콘테스트 ‘일상의 회복’ 당선작 선정 부산일보 16면 경제

동래구 “온천장 도시재생 300억 투입 뷰티·온천 특화거리로 육성” 국제신문 09면 사회

7/17

부산 시정

국제회의도시 부산, 9월 ‘마이스 링크단’ 꾸린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지역산업 육성 견인할 ‘마이스 네트워크’ 추진 국제신문 12면 경제

대한민국 아동총회 월드비전 부산지역대회 부산일보 25면 인물

‘흥남 철수 기적’ 레인 빅토리호 한국 올까 부산일보 02면 종합

“직원 보호 위한 조치” vs “업무 태만 야기”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재활용품 대란’ 끝이 안 보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吳 시정만족도 ‘부정평가 여전’ 부산시-민주당 너무 다른 해석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허위 관내 출장’ 대책 내놨지만… 부산일보 11면 사회

BRT 통신선로 이설비 사업자가 낸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통신선로 이설비 11억 절감 서울경제 29B면 전국

사회적가치관리부 신설… “시민의 행복한 삶 실현” 동아일보 D02면 기획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4.2km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생길까 동아일보 D05면 기획

“부산 관광 패러다임 바꾸자” 해상케이블카 세미나 열어 동아일보 D05면 기획

지자체 너도나도 살찐 고양이법… 기관장님들 떨고 있나요 서울신문 14면 전국

오염된 낙동강 물 먹는 부산·대구, 맑은 물 확보전 막 내릴까 중앙일보 19C면 영남

“부산·울산·경남 광역연합 위해 상공인·대학 먼저 나섰죠” 한겨레 23면 인물

부산, ‘친(親) 동물’ 도시 여건 만들어 나간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7大도시 버스 모두 임금인상… 추가부담 1000억 문화일보 10면 사회

공무원 소송비 지자체가 지원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경제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산시, 13명 추가 선발 부산일보 15면 경제

해상 시설물 충돌 위험 대책 남외항 정박지 면적 줄인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 바꾸고, 청년은 中企 편견 없애고 부산일보 04면 기획

내연기관서 전기차로… 자동차부품 산업 대전환 ‘신호탄’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대도시 인프라·신항 등 강점 전기차부품 수출 

전진기지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의료·헬스케어 기업 역량 높인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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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 회생 노력에 정부가 찬물”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도시재생 지역기업 육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형 도시재생 전문기업 키운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상의, 日 수출규제 확대 선제 대책반 가동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정치

PK 한국당 현역 대거 퇴출 위기 “떨고 있니” 부산일보 08면 정치

日 대치정국서 PK 의원들 발군의 활약 “눈에 띄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2세 정치인 보수 3인방 내년 총선 홀로서기 성공할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문화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북튜버’ 뜬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지역 예술인 절반 ‘투잡’ 뛴다 부산일보 18면 기획

“개별 극단서 해결 힘든 저작권·예산 운용 지원 센터 필요” 부산일보 18면 기획

“이번 여름휴가, 박물관 어때요?” 한국일보 12C면 부산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조사 착수 경향신문 14면 경제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첫 공식조사 나선다 세계일보 12A면 전국

형제복지원 사건, 32년만에 진실 밝혀질까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상의 

창립 

130주년 

기념식

“미래세대 물려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만들자” 부산일보 15면 경제

“한국경제의 재도약 부산상공인이 앞장” 국제신문 11면 경제

부산상의 창립 130주년 “부산 상공인들 해양수도 건설에 

앞장”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130년 부산상의 “韓경제 미래 개척할것” 매일경제 25면 전국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은 즐길 때 나온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상의 130돌… 한국경제 재도약 경남매일 16면 경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올해는 베를린까지 연장… 1만2218km 유라시아 대장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오늘 출정식 동아일보 16D면 영남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올해는 베를린까지 간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열차 출발 문화일보 16면 전국

유라시아 관문도시에 부산 알린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수영장 사망사고 놓고 시-경찰 갈등 국제신문 06면 사회

“에코델타시티·대저신도시 등 남부·북부 균형 발전 이룰 것” 국제신문 09면 사회

“녹산고향동산서 고향의 추억 되새기세요” 동아일보 D02면 기획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흙탕물’ 부실 양빈 작업 탓?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부산 2호 동물화장장 허가 놓고 딜레마 국제신문 09면 사회

어촌마을이 기장의 핫플레이스로 변신 동아일보 D02면 기획

7/18 부산 시정 대기오염측정소 상반기 2곳 추가 부산일보 05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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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권 계획’ 시범사업… 3600세대 대단지 ‘가속도’ 부산일보 16면 부동산

선선하고 흐린 날씨 탓 피서객 ‘뚝’ 부산일보 10면 사회

‘재활용품 대란’ 13일 만에 ‘불안한’ 일단락 부산일보 10면 사회

거꾸로 간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경전철역 대처도 역주행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의회, 市 공공기관 통폐합 부진 질타 국제신문 04면 종합

4년간 필리핀에 버려진 아이, 구할 기회는 많았었는데… 국제신문 06면 사회

8자리 車번호판 인식 시스템 교체 우왕좌왕 국제신문 02면 종합

7대 도시 버스기사 임금, 올해 942억원 올라 조선일보 14면 사회

부산 행정 서비스망 속도 10월부터 20배 빨라진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광속 부산’ 행정기관 통신망 속도, 20배 빨라진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시 공무원 기초복무 제도 개선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경제

“핀테크 1번지 BIFC 가자” 수도권 기업 몰려온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BIFC 위워크 핀테크센터’ 입주문의 쇄도… 오늘 설명회 국제신문 10면 경제

“AI·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품고 부산, 국제금융허브 힘찬 

도약을”
부산일보 15면 경제

하천·녹지 연계 고품격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 ‘청약 광풍’ 

예상
부산일보 05면 종합

플랫폼 택시 ‘타다’ 합법화… 수익금 일부는 사회 환원해야 부산일보 01면 종합

새 플랫폼 택시 도입 외관·요금 자율화 부산일보 05면 종합

친환경·LNG선 대세… 새 먹거리 찾는 업체 110곳 몰려 국제신문 10면 경제

아세안 논스톱 하늘길 넓히는 부산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6개 증권사 연합해 제2 거래소 만든다 매일경제 01면 종합

“거래소 수입 3분의 1 축소 부산 금융중심 조성에 차질” 매일경제 20면 기업

“부산을 금융 메카로”…“잘하는 분야에 집중” 한국경제 28면 전국

부산 정치

총선 공천 키 쥔 당원 확보 ‘전쟁’ 시작됐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치도 타이밍’ 정치신인·청년 절호의 기회 부산일보 08면 정치

“합리적이었고 온화했던 용고, 영원히 마음에 담을게” 부산일보 08면 정치

분양가 상한제 당정 엇박자… 與 “신중해야” 정부 “속도내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與 “21세기판 임란, 강력 대응해야” 野 “잘잘못 따지기보다 

수습”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낮보다 더 화려한 축제의 밤 부산일보 21면 여행

부산 미술의 미래를 만난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부마항쟁 부마항쟁 40주년 “이곳에서” 경남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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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

버스 ‘노선 입찰제’ 부산시 파격 도입 부산일보 01면 종합

도시철도 중첩 노선 손질·지원금 부정사용 원천 차단 ‘대수술’ 부산일보 03면 사회

용역 안 끝났는데 로드맵 발표 ‘논란’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한’ 둔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버스·도시철도 중복노선 조정… 최계공유시스템 첫 구축 국제신문 03면 종합

버스업계·노조 “시, 경영권 과도한 침해… 단체행동 예고”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지하철과 겹치는 시내버스 노선 없앤다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 ‘혈세 먹는 하마’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나선다 국민일보 14A면 사회

‘총체적 난국’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 바뀐다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부산, 비리로 곪아터진 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세계일보 12A면 전국

145개 시내버스 전 노선 전면 개편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혈세만 먹는 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서울경제 32면 전국

혈세로 달리던 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시내버스 ‘노선 입찰제’ 도입 내일신문 06면 자치

부산 버스준공영제, 13년 묵은 때 뺀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부산일보 11면 사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민간외교사절단, 1만2218km 유라시아 대장정 출발 국민일보 20면 인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발 퍼포먼스 동아일보 16D면 영남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발 아시아투데이 23면 지역

강서구 생곡폐기물처리시설 피해주민 이주 놓고 부산시-대책위 갈등 국제신문 09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대한노인회에 5년간 경로당 보조금 불법 입금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구 “북항 원도심 연계 발전에 역점 국·분야사업 주민과 소통할 것”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부산 북구 신청사 공기업 위탁 건립 방식 추진 국제신문 06면 사회

재건축 앞둔 덕천 시영아파트 상가 철거 마찰 국제신문 06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운영단체 탈세 의혹 부산일보 10A면 사회

폐선부지 수목 제거 놓고 환경훼손 논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7/19

부산 시정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는 차별” 부산시도 규탄 가세 부산일보 02면 종합

오거돈, 네이버 ‘지역언론 패싱’ 전국 공론화 약속 국제신문 02면 종합

2040년 부산 계획인구 줄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인구감소 받아들이고 주거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학력 인플레이션’ 벗어나 ‘고졸이 당당한 부산’ 만드는 게 살길 부산일보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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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2단계 개발콘셉트 국제공모전 상지건축사무소 컨소시엄 

당선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북항 2단계 밑그림… 3구역 특화개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태풍 ‘다나스’ 주말 부울경 관통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여론 업고 속도내기… 버스 업체·노조 집단행동 경고 국제신문 06면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반쪽 법안’ 국제신문 08면 사회

양산선 개통 3년 지연에 “피해 누가 책임지나” 주민 분통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이기대공원’ 15분간 부산 바다 위 날아보자 매일경제 C01면 특집

유럽서 검증된 ‘에코’ 케이블카… 태풍도 버티는 ‘안전’까지 매일경제 C03면 특집

DRB, 민간기업 최초 부산시 자원봉사캠프 개소 경남매일 12면 인물

“세월호 5년, 해양사고는 줄지 않아…안전의식 제고 대책 

마련”
문화일보 30면 인물

부산 경제

부산시, 이번 어기 TAC 19만여 t 확보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시, 어기 총허용어획량 19만3206t 경남일보 06면 지역

중기 해외진출 지원 발벗고 나선 부산경진원·창조혁신센터 부산일보 17면 경제

BPA·인도 아다니포트&SEZ 물류시설 공동 개발 MOU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주택거래 곤두박질… 상반기 전년비 27% ↓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 가속도 국제신문 04면 경제

신항 서컨부두도 해외운영사 장악 우려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부산항 빈 컨테이너 44%가 상태 불량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8월 문여는 핀테크 허브센터… 국내외 25개 기업 입주 확정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국제금융센터, 핀테크 금융혁신 메카로 뜬다 한국경제 29A면 지역

“해운, 내년 매출 40조 자신…한진 파산前으로 회복시킬 것” 문화일보 29면 인물

부산 ‘일자리 미스매치’ 악순환 끊는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긴장하고 심기일전해서 빼앗긴 6석 다시 가져오겠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유재중 “내년 총선서 부산 민주당 6석 중 3석 되찾겠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주목받는 PK ‘순수 정치신인들’ 부산일보 08면 정치

“스웨덴서 배운 소통정치, 지방자치 발전에 녹이고파” 국제신문 23면 인물

부산 문화

부산시민공원 수영장에서 더위 날려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지역 박물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부산일보 23면 문화

부산시립합창단, 24일 대중가요 콘서트 부산일보 23면 문화

시체육회-부산테니스협, 사직테니스장 관리권 공방 국제신문 19면 스포츠

독일서 귀국한 피아니스트 김수진 이색 연주회 동아일보 16D면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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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은 찬성하지만… 부산시민 관심은 ‘별로’ 국제신문 05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사업 홍보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형 히든

챔피언

혁신 선도 ‘부산형 히든챔피언’ 10개사 선정 부산일보 17면 경제

올 ‘부산형 히든챔피언’에 세화씨푸드 등 10개사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형 히든챔피언 10개사 선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중소기업 

근무 고졸자 

지원

부산 중기 6개월이상 근무 고졸자에 500만원 준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中企근무 고졸자 市 500만원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고졸후 부산 中企서 6개월 일하면 500만원 지원 매일경제 28A면 영남

고교 졸업후 中企 취업 市, 200만원 추가 지원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구

2030 부산진역, 대중교통 환승 거점 된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에 두 번째 ‘참여형 놀이터’ 생긴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주민 외면 받는 ‘산복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진구
“부산진구 부암동과 당감동을 ‘서면동’으로 바꿔 주세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면 쇼핑문화특구로 지정해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릴 것”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구포개시장 폐쇄 성과 지켜낼 특사경 필요” 국제신문 22면 인물

사상구 사상역에 ‘광역환승센터’ 지하연결통로도 생긴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이번엔 무허가 음식점과 전쟁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센텀시티 아래 ‘거대 지하도시’ 건설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운대 불법 숙박 날뛰고, 주민들 속 터지고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 모래축제, 외국인 유치와 안전 대책 미흡” 국제신문 09면 사회

7/22

부산 시정

“날조” vs “억지”… 대저대교 착공 앞두고 환경영향평가서 

‘공방’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버스노조 “준공영제 혁신안은 개악, 완전 공영제 해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준공영제 혁신안 저지” 시내버스 노조 전면투쟁 결의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도 이동노동자 복지 챙긴다… 10월 지원센터 개소 국제신문 02면 종합

전공 대학생이 초등생 예술교육 멘토링 국제신문 10면 사회

카브레라원전 해체 안전 최우선… 고리1호기 ‘교본’ 삼을 만 국제신문 06면 기획

“해체계획 철저히 세워 안전하게 진행된다면 경제효과 저절로 

발생”
국제신문 06면 기획

한-아세안 정상회의 앞두고 전통 복장 소개 동아일보 16C면 영남

부산, 데이터센터 ‘보금자리’ 박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버스 내릴 때도 카드 터치해야 할인 경남일보 06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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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17곳 중 14곳이 외자 유치 줄었다 문화일보 12면 전국

의원들이 연수계획 짜고, 렌터카 운전도 내일신문 04면 자치의정

남부지방 태풍피해 사망 1, 부상 1 내일신문 04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내달 개소 ‘위워크 핀테크 허브센터’ 뜨거운 인기 부산일보 17면 경제

세계적 기술 기업 속속 계약 ‘방사선 융합산업 핵심기지’ 속도 부산일보 17면 경제

“해양수산 재도약 위한 ‘해양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할 것” 부산일보 02면 종합

“현장 의견 수렴해 정책에 반영토록 역할” 부산일보 02면 종합

KMI 원장 후보들 ‘지역 실정 알까’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고등어는 누가 잡나” 대형선망업계 ‘줄도산’ 공포 부산일보 01면 종합

위기의 대형선망 선단감축 가속화 국제신문 01면 종합

“해양플랜트 물류 전문 인력 양성 해운서비스 경쟁력 키워야” 부산일보 25면 인물

타지역 출신 청년 24명에 임대주택 제공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보이콧 재팬’ 계속 확산… 日여행 취소 동참 줄이어 국제신문 03면 경제

주택시장 하반기 “깜짝 반등” vs “침체 가속” 엇갈린 전망 국제신문 16면 경제

지역에 ‘다른 돈’이 돈다…1년 사이 6배 몸집 불어난 ‘지역화폐’ 한겨레 13면 사회

예비창업지원사업 부산 38개사 출정식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잘나가는 부산 창업지원사업 참가기업 3년차 생존율 88%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관광공사, 홍콩 개별관광객 팬심 잡는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한국당 PK 총선 無경선 늘어날까… 지역 정가 ‘술렁’ 부산일보 06면 정치

PK 정치권 주축 ‘통합과 전진’ 한국당 新실세그룹 전면 부상 부산일보 06면 정치

정의당 부산시당 현정길 위원장 선출 부산일보 06면 정치

정의당 부산시당 새 위원장에 현정길 국제신문 05면 정치

‘일본 변수’ 부울경 총선 판도 흔드나 국제신문 04면 종합

文정부 들어 진행된 공론조사 “정책 정당성 위해 정략적 활용” 문화일보 01면 종합

大入개편·脫원전 등 무리한 공론화… 통합 커녕 혼란만 초래 문화일보 06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시민 10명 중 7명 “중요한 혜택, 수도권에 집중” 부산일보 19면 문화

부산문화유산 학술기반 연구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 포부 국제신문 20면 문화

부산 시민들, 소수집단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아직은… 국제신문 21면 문화

인골·미라 역사강좌 내일부터 26일까지 국제신문 20면 문화

“올 여름휴가, 부산으로 오이소” 부산, 온·오프라인 홍보 총력 헤럴드경제 10A면 전국

공중 통신선 

지중화 사업

부산시, 도시 미관 해치는 공중선 걷어낸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거미줄’ 공중 통신선, 신공법 이용 땅속에 묻는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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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저비용 신공법 적용 ‘공중선 지중화’ 사업 아주경제 21면 사회

태풍 다나스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광안리 ‘쓰레기’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할퀸 태풍 ‘다나스’ … 잇단 피해에도 ‘인명피해’ 없어 안도 부산일보 11면 사회

광안리 해수욕장 뒤덮은 ‘태풍 쓰레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태풍 ‘다나스’ 부산 심하게 할퀴고 갔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피서객 줄고 태풍까지 덮쳐… 해수욕장 주변 상인 울상 국제신문 09면 사회

센텀시티 

일대 

지하공간 

개발

지상·지하 입체형 개발로 ‘新마이스·상업·문화 허브’ 꿈꾼다 부산일보 03면 경제

보행 편의성 높아져 집객 효과 ‘기대’ … 기존 상가 판박이 개발 

‘경계’
부산일보 03면 경제

부산 센텀시티에 ‘지하도시’ 들어선다… 민자개발 추진 국민일보 14A면 사회

부산센텀시티 일대 지하공간 연결 추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벡스코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 파이낸셜 01면 종합

남구 “사회복지사에 장기근속 휴가” 남구의회, 부산 첫 조례 제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구
2만 명 찾은 ‘화명생태공원 수영장’ 올해 운영 중단 부산일보 11면 사회

“화명야외수영장에 실내 건축용 페인트 써 이용객 피해”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구 부산 서구, 의료관광특구 추진 세계일보 12A면 전국

수영구 광안리 해변 쓰레기장 방불케 해 내일신문 04면 자치의정

연제구 연제구청 주변 시민 휴식 둘레길 조성 국제신문 09면 사회

7/23

부산 시정

오거돈 시장 “동해선 원동역사 서둘러 건설할 것” 부산일보 04면 종합

오거돈 시장 “동해선 원동역 내년 3월까지 완공”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원동역사 내년3월까지 완공”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서 강릉까지 고속철 시대 시동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강릉 동해선 전 구간 전철 달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마이스 웹툰 제작 마이스 알린다 부산일보 18면 교통

부산 반려견 등록 10만 마리 시대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반려동물 등록 10만 마리 넘었는데… 보호시설 4곳뿐 국제신문 13면 경제

구포역, 덕천역으로 옮겨 통합운영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개금동 옛 미군기지 오염 토양 정화작업 시작 국제신문 01면 종합

태풍 지나가니 찜통더위·잠 못드는 밤 국제신문 08면 사회

“BRT로 보도 좁아져 시민안전 위협” 국제신문 04면 종합

구포가축시장서 도살 직전에 구조 어미 진돗개, 새끼 11마리 

낳았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도살 직전 구조된 개 20일 만에 엄마 됐다 한겨레 13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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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부산항 만들기 속도낸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영남권 시·도지사 앞장서 낙동강 수문개방 해결을”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낙동강 조류 엄습에 보 개방 다시 쟁점 경남신문 06면 사회

지방의회 이어 지방정부도 “지역여론 말살” 규탄 경남도민일보 03면 사회

부산시 통신관로 지중화 사업 실시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경제

해외여행 ‘좀 아는’ 홍콩인, 부산에 모셔라 부산일보 18면 교통

“원전해체산업은 ‘블루오션’, 지역경제에 활로 만들어 줄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줄잇는 e스포츠 행사… 부산 게임도시 외연 넓히기 국제신문 13면 경제

난항 겪던 ‘시청앞 행복주택’ 가구 수 축소로 ‘가닥’ 국제신문 12면 경제

극지해설사 9월부터 전국서 활동한다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오징어 등 4종 총허용어획량 부산시, 향후 1년 19만3206ｔ 

확보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유통산업법 개정돼야 대기업 골목상권 잠식 줄여” 국제신문 24면 인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한국경제 이끈다 동아일보 16면 사회

부산 도시농업 키워드는 ‘반려 식물’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신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 잡음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기업 규제 풀기’ … 건설업 자본금 완화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 정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사활 건 부산 여권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용한 보수 텃밭 수영구 뜨거운 격전지로 급부상 부산일보 08면 정치

文 지지율 회복, 한국당은 추락 부산일보 06면 정치

무소속 이언주 출판기념회 찾은 한국당 황교안 부산일보 08면 정치

내년 총선 PK 제1당 어디?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개조론-경제 실정론… 부산 여야 총선 앞두고 ‘경제전쟁’ 국제신문 05면 정치

“정의당, 부산 9곳 총선 후보 내겠다”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한국당 공천 ‘이언주 변수’ 내년 총선 전 입당해 출마 유력 국제신문 05면 정치

대학생들, 부산 일본총영사관서 규탄 시위 국민일보 10면 사회

대학생들 日영사관서 경제보복 항의 퍼포먼스 서울경제 31면 사회

부산 문화
국내 아트페어 수는 늘어나는데… 어, 이번에도 비슷한 

작품이네!
한국일보 18면 문화

폭염

저감시설 

추가 설치

부산시, 더우면 펴지는 ‘스마트 그늘막’ 62개 확대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푹푹 찌는 폭염 피하자” 그늘막·인공안개 시설 확대 세계일보 13A면 전국

부산시, 폭염저감시설 추가 설치 서울경제 33B면 전국

폭염도 재난…그늘막·대피소 설치에 5억 투입 파이낸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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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당감·부암동 부정 이미지 벗자” 세 번째 개명운동 성공할까 부산일보 02면 종합

북구 부산 북구 명칭 변경 작업 ‘잰걸음’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구

여름 성수기에… 태종대 전망대 3개월째 영업 중단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 봉래동 노후 주택 붕괴 인명 피해 없어… 주민 대피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 주택 붕괴… 옆집들 담 내려앉고 균열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상구
치안센터 바로 옆 공원 ‘범행 우려’ 폐쇄… 주민 “치안센터 왜 

있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수영구 “공사비 달라” “유치권 불인정” 미월드 부지 놓고 갈등 심화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붕괴 우려 경고에도 방치하더니… 죽도공원 암벽 ‘와르르’ 국제신문 06면 사회

마른 하늘에 돌벼락…낙석에 차량 3대 파손 문화일보 26면 문화

7/24

부산 시정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때 예상보다 더 멀리 염분 침투 부산일보 01면 종합

낙동강 하굿둑 개방 지하수 영향 없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도시철도 노사 ‘임단협 체결’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체결 국제신문 09면 사회

밥값 월 1000원 … 청소 노동자의 눈물 국제신문 08면 사회

“수돗물 난분해성 유해물질 제거기술 도입 시급” 부산일보 08면 종합

버스업계, 부산시 준공영제 혁신안 반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버스조합 “준공영제 혁신안 추진 땐 협약 파기” 국제신문 02면 종합

“행사장마다 태극기 걸리고 애국가 연주돼 막중한 책임감 

느껴”
부산일보 25면 인물

“내가 만약 부산시장이라면…” 아시아투데이 23면 지역

“환자 편리” vs “감염 확산” 지하철역 의원·약국 개설 논란 중앙일보 20면 수도권

구직·육아·청년 수당 … 곳곳 현금 살포 ‘뇌관’ 매일경제 04면 경제

실시간 부산 교통정보, 유튜브로 본다 서울경제 27B면 전국

부산시, 양산 원동역사 내년 3월까지 완공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경제

대형선망어업 ‘살기 위한 몸부림’ 4년 내 몸집 25% 줄인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기계·자동차 亞 시장 개척 시·상의, 부산기업 모집 부산일보 15면 경제

‘中 청산강철 유치’ 진퇴양난에 빠진 부산시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캠프 연다 국제신문 16면 노동

“지역화폐 성공위해 대형 유통업체 자금 역외유출 대책 필요”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기계·자동차 부품기업 “떠오르는 아세안 시장 잡자” 파이낸셜 04면 부산

‘게임 도시’ 부산, 다음달 e스포츠 열기로 후끈 한국경제 30A면 지역

“1년내내 청년 일손 구하느라 진땀… 2년채 안돼 퇴사 일쑤” 문화일보 15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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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선거구 조정설·공천경쟁 격화 복잡한 부산 ‘원도심의 전쟁’ 부산일보 06면 정치

사개특위 위원장에 한국당 유기준 내정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당, 친박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 내정 국제신문 05면 종합

“딩동댕~ 정답입니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시의원 퀴즈형식 시정질문… 공무원 면박주기 논란 국제신문 05면 종합

러 “기기 오작동… 영공침범 의도 없었다” 문화일보 01면 종합

러 ‘치고 빠지기식’ 유감표명… ‘추가 도발’ 가능성 배제못해 문화일보 03면 국방

한달에 한번꼴 방문… 文의 도넘은 ‘PK 챙기기’ 문화일보 06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록페 유료화 정책 첫해 ‘관광객 유입’ 성공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유료화 `성공 예감` 경남매일 06면 지역

아시아필름마켓, 非영화 분야 작품에도 개방 부산일보 20면 문화

BIFF 아시아필름마켓, 차승재·오동진 공동위원장 체제로 국제신문 17면 문화

시티투어·요트체험 한 번에 즐겨요! 부산일보 08면 종합

‘이원찬 필 호도’ 市 지정 유형문화재 고시 부산일보 20면 문화

예술인 요람 문 닫고 ‘젊은 피’는 유출… 부산, 예술 인구도 

절벽 위기
국제신문 19면 기획

부산예고 신입생 줄인다 국제신문 19면 기획

국립해양박물관 ‘북한의 바다 특별전’ 개막 동아일보 16D면 영남

20년째 한국 찾아 “과거사 반성합니다” 세계일보 25면 인물

“과거사 반성합니다” 20년째 용서 구한 日시민단체 서울경제 35면 인물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시민단체는 ‘20년째 반성’ 경남신문 06면 사회

대일 

교류사업 

전면 재검토

부산시 “日 교류사업 전면 중단 검토” 부산일보 01면 종합

日 경제보복, 지자체 교류에도 불똥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보이콧 재팬’ 日교류사업 재검토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日 교류 전면 재검토 후쿠오카 포럼 등 중단 예상 경남매일 15면 경제

‘日규제 항의’ 부산 범시민운동 확산 국제신문 01면 종합

반일기류 

확산

수학여행·교류활동·항공편 운항 ‘주춤’ 불매운동 ‘활활’ 부산일보 03면 경제

日 영사관 “부산 거주 일본인들 주의하라” 메일… ‘경계 태세’ 부산일보 03면 경제

일본영사관 “상황에 주의하라” 부산 거주 자국민에 메일 발송 국제신문 06면 사회

反日 움직임 문화계로 확산…조선통신사 교류도 중단되나 부산일보 04면 경제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부산 기업도 타격 부산일보 04면 경제

“일본 추가보복 조치 땐 통제 힘든 경제전쟁 치달을 것” 국제신문 03면 인물

韓경제5단체도 日에 의견서 … “수출규제 철회하라” 매일경제 05면 경제



시정 이모저모

305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일본 국제여객선 탑승률 ‘반토막’ 경남신문 06면 사회

점점 격화되는 한·일 갈등 여야 ‘부산 경제’ 논쟁으로 비화 부산일보 05면 종합

文정부 초대 주일대사 1년6개월 재임 동안 한일 위기의 

최전선에
국제신문 03면 사회

전국 기초단체들 “일 보복 철회 때까지 일본 방문 중단”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울산시, 日 수출규제 대응 팔 걷었다 헤럴드경제 10A면 전국

부산

 제로페이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2만 곳 달성 코앞 중앙일보 20C면 영남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2만곳 돌파 ‘초읽기’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두 달 새 1만곳 증가 경남매일 16면 경제

규제

자유특구

강원·경북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문화일보 01면 종합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신뢰도시로 문화일보 05면 경제

“가장 혁신적 성장이 목표” 내일신문 02면 정치

원격의료·자율주행 도시 생긴다 내일신문 14면 산업

강원 ‘원격의료’-세종 ‘자율주행 버스’ 2년간 규제 푼다 헤럴드경제 01면 종합

춘천 사는 고혈압 환자, 집에서도 약 처방 헤럴드경제 02면 종합

강서구 명지지구 명품도시화 발전방향 모색 경남매일 16면 경제

동래구 동래, ‘도서관 불모지’서 ‘도서관 도시’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하구 ‘폐수’에 포구도 어민도 죽을 판인데, 원인 못 짚는 구청 부산일보 11면 사회

서구 전국 여성단체 ‘완월동 공공개발’ 위해 뭉쳤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구 무허가·노후 폐가 다닥다닥… 영도주택 붕괴 ‘예견된 사고’ 국제신문 06면 사회

7/25

부산 시정

‘문 열고 냉방 영업’ 상점 부산시, 상시적으로 ‘단속’ 부산일보 11면 사회

“유치원·어린이집 체험학습 안심버스, 市가 지원하자” 부산일보 08면 정치

“신혼부부 주거 市 적극 지원해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교량 방호울타리 ‘허술’ 차량 추락에 ‘취약’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서 A형 간염 환자 집단 발병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 잇단 청년대책에 민간 청년단체도 힘 보탠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해수욕장 “반갑다, 본격 더위 시작”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의료원 기능 강화, 시민 삶의 질 보장해야” 국제신문 09면 사회

산속 불법 배드민턴장 철거, 문제 있다는 시의원 국제신문 05면 종합

무상급식비 30% 분담 약속해놓고… 부산시 “좀 깎아달라” 국제신문 06면 사회

국회 추경안 처리 늑장에 부산시 난임지원 사업 표류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서 A형 간염 환자 19명 집단 발병 국제신문 06면 사회

‘미세먼지 없는 부산항’ 만든다 국민일보 14A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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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문 개방후 바닷물 예상보다 많이 유입 동아일보 13면 사회

작년 여름 낙동강 ‘녹조 반죽’…부산 식수 끊길 뻔했다 한겨레 01면 종합

1300만 식수원인데…보 8개·하굿둑에 막혀 ‘저수지 된 강’ 한겨레 08면 기획

여름마다 녹조로 뒤덮여도…보 개방 논의는 지지부진 한겨레 09면 기획

낙동강 하굿둑 열어도…지하수 염분엔 영향 없어 한겨레 09면 기획

부산도시철도 노사, 임단협 최종 합의 동아일보 18D면 영남

“성장 중심 도시개발 벗어나 시민 삶 개선·꿈 실현 공기업 

도약”
서울신문 17면 기획

부산, 전몰·순직 군경 유족에 보훈 명예수당 세계일보 12A면 전국

지자체로 튄 ‘反日감정’ … 교류행사 줄줄이 취소 한국경제 29면 사호;

부산 경제

‘탈일본’ 나선 부산경제단체 “대체 경제파트너 찾아라” 부산일보 15면 경제

“예정된 일정 탓에 왔지만, 쇼핑은 안 하고 끼니만 챙겨 

먹어요” 
부산일보 05면 경제

한일 관계 악화에 부산국제관광전도 불똥 국제신문 10면 경제

“日 의존하는 수출 탈피” … 부산기업 신북방시장 개척한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중기 공동물류센터 조성 경남신문 12면 경제

부산 정치

블록체인 특구 지정 “부산 여권 한숨 돌렸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전국 시·도지사, 네이버 지역 언론 차별 규탄 부산일보 10면 사회

전국 시장·도지사 “네이버 지역언론 차별 중단을”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한 文대통령 세계일보 02면 종합

통일부-전국 시도지사 협력… ‘지자체는 남북협력 주체’ 확인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文대통령, 부산서 지역혁신성장 응원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PK 은퇴 중진들 존재감 ‘업’, 키즈들의 약진 덕분?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문화

더위 꽁꽁 얼릴 ‘아이스발레’ 온다 부산일보 18면 문화

후끈 달아오른 ‘부산록페’ 대박 예감 부산일보 18면 문화

아! 옛날이여 … 위기의 록 페스티벌 서울경제 33면 문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하성운·에이비식스·잇지 온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쌈디·하성운·에이비식스… 원아페 1차 라인업부터 ‘쥑이네~’ 국제신문 13면 문화

이번 토요일, 미리 웃겨 드려요! 부산일보 18면 문화

8월 웃음잔치 ‘부코페’ 사전행사로 분위기 업 국제신문 13면 문화

요트탈래 “부산에 관광유람선 시대 열겠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고지대

·해안가 정비 

요건 강화

부산 고지대·해안가 기준용적률 낮춰 난개발 막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307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고지대·해안가 난개발 막도록 정비사업 요건 강화 국제신문 10면 경제

“스카이라인 지키자”… 해안·고지대 개발 억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도시경관 훼손 더이상 안돼” 부산, 고지대 해안 개발 억제 서울경제 32B면 전국

문재인 

대통령 

거북선횟집 

오찬

부산 온 文 ‘거북선 횟집’서 오찬 “유명한 집… 日 겨냥 오해 

없기를”
국제신문 04면 종합

‘거북선횟집’ 찾은 문 대통령… ‘이순신 장군’ 염두? 국민일보 10면 정치

‘거북선 횟집’ 찾은 文대통령 “日에 당당히 대응” 동아일보 06면 정치

‘거북선 횟집’ 찾은 문 대통령 “일본 보복, 외교로 해결” 중앙일보 08면 경제

거북선 횟집 간 文 “日문제 외교적으로 해결” 매일경제 04면 경제

부울경 

수소경제권 

새 성장모델 

개발

수소경제권 성장모델 개발에 부울경 ‘맞손’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남권 수소경제권 모델 ‘부·울·경’ 경쟁 대신 손잡았다 국제신문 14A면 사회

부울경 동남권 수소경제권 새 성장모델 만든다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미래 수소산업 주도권 선점 경부울 경쟁 대신 상생 선택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경남도,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시동` 경남매일 03면 종합

경·부·울, 동남권 수소산업 새 성장모델 만든다 경남신문 04면 종합

수소경제로 성장 해법 찾는다 경남일보 01면 종합

동남권 수소경제권 활성화 ‘어깨동무’ 전국매일 05면 경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

부산 ‘블록체인 도시’ 첫걸음 뗐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물류·관광·금융·수산 분야 접목, 산업 구조 고도화 구축한다 부산일보 03면 IT

가상화폐 차단 기조엔 ‘아쉬움’ 부산일보 03면 IT

블록체인 특구 부산, 산업혁신 시동 국제신문 01면 종합

금융·관광·물류·공공안전… 부산 4개 산업 고도화 ‘날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도 암호화폐는 불허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블록체인 자유특구… 혁신성장 속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블록체인 중심도시 도약… 市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규제 푼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7개 특구 2년간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 파이낸셜 03면 경제

개인정보보호법 족쇄 풀렸지만 디지털화폐는 ‘관광’에만 활용 파이낸셜 03면 경제

서구 “완월동 일대 공공임대주택·주차장도 추진”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 새 주인 확정 고급 숙박시설 원안대로 추진 국제신문 09면 사회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통행료 화물차부터 내리자”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김한표 의원-경남도 건설지원과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추진방향 협의
경남신문 04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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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부산 시정

오거돈 시장 “원도심 10년 안에 싹 달라질 것” 부산일보 04면 종합

광안대교 전 구간에 보행로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내일 오전 8~11시 광안대교 걸어서 건너보세요 국제신문 09면 사회

아이들 ‘놀 권리’ 조례 제정, 시민 뭉쳤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항 노·사·정, 뿌리 깊은 ‘채용비리’ 끊는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얼굴이 바뀌었네”… 단장 마친 지식혁신플랫폼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부권 도시관리, 강서권 도시개발 부산 6개 권역 나눠 

균형발전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수질오염 저감시설 규제 개선 국제신문 09면 사회

A형 간염환자 폭증에도 원인 파악 ‘감감’ 국제신문 09면 사회

뉴욕·토론토처럼… 해운대 센텀시티에 지하도시 만든다 조선일보 15면 전국

일본제품 ‘5NO’ ‘전범기업과 거래 제한’ 조례 추진 한겨레 13면 전국

反日감정 확산…지자체 교류 줄줄이 ‘스톱’ 전국매일 01면 종합

교통사고사망, 광주 감소·울산 증가 내일신문 14면 산업

부산 경제

부산항만공사, 첨단 항만 보안 장비 ‘라이다 센서’ 개발 나선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BPA, 항만보안용 센서 국산화 나섰다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日 정부 규탄·日 제품 불매 ‘범시민운동’ 출범 부산일보 03면 경제

대체재·우회 수입로 물색… 불안한 지역기업 ‘전전긍긍’ 부산일보 03면 경제

상반기 부산 땅값 상승률 1.9% ‘주춤’ 부산일보 15면 경제

‘휴어기 놓고 극한 대치’ 공동어시장 주말 경매중단 장기화 부산일보 15면 경제

중도매인들 “휴어기 줄여달라” 공동어시장 토요경매 또 거부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항운노조 항만 공급인력 공채 전환 국제신문 01면 종합

규제자유특구 투자기업 세액공제 3~5%로 확대 국제신문 01면 종합

대기업 등 稅 부담 줄여 투자 유도 기존 대책 재탕삼탕… 

실효성 의문
국제신문 03면 경제

부산 제조업, 대체재 마련 등 日보복 대책 고심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취업자 4년간 연평균 9000명↓ … 경남은 2만2000명↑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해외기업 협력 ‘탄탄대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銀, 블록체인특구 사업 맡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클라우드 혁신센터 운영 확대” 아마존웹서비스-부산시 한국경제 16면 IT

부산 정치

부울경 ‘동남권 수소 경제권’ 구축, 수소 산업 중심지 힘 모은다 부산일보 12면 부산

부산시의원 7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부산일보 08A면 정치

‘경제 전쟁’·’안보 엄중’ 와중에도 지역 챙긴 文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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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부산 출마한다면 고향 영도 빼놓고는 생각 못 해” 부산일보 08면 정치

이언주 부산출마 굳혔나… 영광도서서 출판기념회 국제신문 05면 종합

해무 낀 ‘新정치 1번지’ 해운대갑은 오리무중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도읍, 오거돈 저격수로 나서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록페’, 구설 딛고 흥행 ‘파란불’ 부산일보 11면 사회

그림으로 만나는 <북회귀선> 헨리 밀러 부산일보 23면 문화

출발 못 한 조선통신사 재현선, 공들인 ‘민간 교류’도 멈추나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의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적 문제 ‘문화 향유’로 해결” 부산일보 28면 인물

우리나라 공중목욕탕 대표 주자 동래온천과의 만남 국제신문 06면 기획

금강공원 앞 ‘우장춘로’ 한국 농학 기틀 다진 우장춘 박사 기려 

명명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애니메이션 2개사 히든챔피언 선정 ‘화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은 ‘코미디 시티’ … 8월 ‘웃음 바다’에 빠져볼까 한국경제 29A면 지역

승학터널

엄궁~중앙동 승학터널 市, 민간투자사업 공고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승학터널 민자사업자 선정 제3자 제안공고 국제신문 01면 종합

승학터널 2027년 뚫린다 시, 오늘 제3자 제안 공고 파이낸셜 01면 종합

승학터널 2027년 개통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금정구 “노포동에 KTX 중간 역사를” 금정구의회, 국토부에 건의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송정천, 무분별한 살수차 취수에 ‘탈수증’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구

‘카페 핫플레이스’ 부산 영도 청학동서 ‘카페거리 영화제’ 

열린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감지해변 20년 ‘썩은 물’ 드디어 없어진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사고는 부산서 났는데, 대책은 대구서 세우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수욕장 시설 운영손실금 대신 사업독점권 준 해운대구 국제신문 08면 사회

7/27 생활만족도 꼴찌는 세종시 중앙일보 01면 종합

가장 살고 싶은 곳은 서울 강남 … 50대 이상은 서귀포 1위 중앙일보 06면 사회

7/29

부산 시정

부산 3개 구,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남구·금정구·부산진구 전국 매니페스토 대회 

‘최우수상’ 
국제신문 25면 인물

‘사람을 담다, 부산을 닮다’ 2019 부산건축상 5편 선정 부산일보 02면 종합

태풍 후유증 훌훌 털고… 부산 해수욕장 다시 ‘북적’ 부산일보 11면 사회

‘폭력 사각지대’ 놓인 사회복지사 부산일보 01면 종합

‘복지사’ 그 착한 이름 뒤로… 폭행은 빈번하고 인권은 묻힌다 부산일보 03면 사회

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해 복지시설 실태 

파악
부산일보 0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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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침출수 낙동강 유입돼도 감독기관 ‘팔짱’ 부산일보 10면 사회

또!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 주먹구구식 관리 언제까지… 부산일보 11면 사회

온천천 물고기 또 떼죽음 비만 왔다하면 되풀이 국제신문 09면 사회

고위공직자 해외출장비 ‘낭비’ 논란… 부산일보 10면 사회

“市 시내버스 혁신계획, 단호히 거부”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버스조합 “준공영제 혁신안 거부” 결의문 채택 국제신문 08면 사회

엉터리 투성이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손본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난개발 대책에 시민사회 “환영” 국제신문 11면 사회

市 전담팀 해체… 고독사 행정 뒷걸음 국제신문 01면 종합

낙동강 식수 취수구역 불법 수상레포츠 기승 국제신문 11면 사회

佛 명문 ‘ENA’ 옮겨오자 변방 도시가 유럽 중심지로 도약 국제신문 06면 기획

“혁신단지, 경제 주체 모두 참여해 전략 세워야 성공” 국제신문 06면 기획

극한질주 상징 ‘아우토반’에도 속도제한 움직임 국제신문 10면 기획

부산, 내달부터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전 호선 확대 아주경제 21면 사회

재정 비상인데… 지자체는 ‘국비 쟁탈전’ 문화일보 02면 경제

부산 경제

공동어시장 주말 경매 5개월 만에 정상화 부산일보 17면 경제

센텀 지하개발 아이디어 찾는 市… 대기업들 뜨거운 관심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은행, 지역 스타트업 본격 지원… 창업 생태계 키운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부산 단 2곳… 푸드엔·신항터미널 국제신문 16면 경제

재정자립도 최하위 전남 “소득 상관없이 농민수당 주겠다” 매일경제 03면 기획

청년수당 300만원·출산장려금 3500만원 현금성 복지 살포 매일경제 03면 기획

부산 건설산업 활성화 머리맞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처음으로 대형발주기관 힘 합친다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 정치

페북 정치 재개한 조국, 부산 출마설도 재점화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내일 투표한다면? 민주 > 한국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당 지지율 19%, 黃 취임 후 최저 부산일보 08면 정치

“吳 시장 부인 관용차 특혜, 당이 징계하라”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원진·홍문종, 서병수 접촉… 우리공화당 PK 상륙 ‘노크’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한국당 내년 총선 ‘현역 교체율 0%’ 재연되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수도권 200개 공공기관 추가로 지방 이전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경부울 상생협력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경부울, 동남권 상생발전 행정협의회 구성 추진 경남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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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부지사 “부울경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산 문화

“’양팡’ 하면 ‘부산’ 떠올리게 할게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조선통신사, 결국 쓰시마 간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음악으로 하나된 청춘들 … 젊은 열기 식을 줄 몰랐다 국제신문 20면 문화

요트체험과 부산 시티투어를 한번에! 한국경제 E09면 여행

광안대교 

보행로 

시범개방

광안대교 ‘관광 대교’ 가능성 봤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광안대교 걷는 기분 국제신문 02면 종합

극심한 체증 부른 ‘광안대교 보행 개방’ 세계일보 12A면 전국

부산 광안대교에 보행로 번지점프 등 관광시설도 매일경제 28면 전국

대일 교류

 중단

부산시 “日 행정교류 중단 민간교류사업은 자율 판단” 부산일보 01면 종합

경제보복 대응… 부산시, 일본 행정교류 전면 중단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日행정교류 중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일본과 행정교류 보류” 부산, 보복조치에 맞불 파이낸셜 01면 종합

‘日 경제보복 규탄’ 부산시민 첫 궐기대회 부산일보 11면 사회

“日 수출규제 극복”…똘똘 뭉친 지자체 서울경제 30A면 전국

드론 벼농사

‘드론 벼농사’ 전도사 된 부산 서울경제 30B면 전국

부산농기센터, 벼농사 드론 활용 보급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강서구 논에 드론이 떴다… 병해충 방제 1분만에 뚝딱 문화일보 13면 전국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英 국제학교’ 온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명지신도시 英 로얄러셀스쿨 분교 설립 추진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진경제구역 명지지구 외국인 교육 英학교 유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명지신도시 외국교육 우선협상자에 英로얄 러셀스쿨 경남일보 08면 경제

동래구 동래구 신청사 건설 4수 끝에 조건부 승인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부산 북구청 신청사 후보지 4곳 압축 부산일보 04면 종합

사하구
장림동 송수관 파열 ‘물바다’ 520가구 수돗물 공급 끊겨 부산일보 11면 사회

장림동 상수도관 파손돼 ‘물바다’ 국제신문 11면 사회

영도구
영도 ‘초소형 위성’ 오픈 플랫폼 부산 해양 신산업 생태계 

이끈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해운대구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 본격화 국제신문 11면 사회

7/30

부산 시정

일몰제 대상 공원 ‘임차’해서 지킨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일몰 앞둔 공원부지 임차해 개발 막는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꿀잠=돈’ 부산시, 수면산업 육성 본격 추진 부산일보 05면 종합

“이러다 또…” 소통 없는 ‘소걸음 행정’에 뿔난 주민들 부산일보 0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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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감성주점’ 부산에도 ‘수두룩’ 부산일보 10면 사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민 참여 축제로 치른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日 관방장관 “부산시 행정교류 중단 매우 유감” 국제신문 01면 종합

‘日과 행정교류 중단’ 오거돈의 과잉대응 매일경제 05면 국방

부산시의회, 해외출장 조례 제정 후 첫 적격성 심사 국제신문 05면 종합

여직원에 “상사 옆 앉아라”… 아직도 회식 문화로 여기십니까 서울신문 10면 사회

“이육사, 윤동주의 눈물을 잊지 맙시다” 한국일보 13B면 영남

부산시, 스마트 시정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착수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 첫발 파이낸셜 01면 종합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 상향 시민 홍보 경남일보 07면 지역

보행권 vs 통행권… 광안대교 통제 논란 문화일보 12면 전국

부산 경제

“적정 공사비 올리고 대형공사 분할발주를” 부산일보 16면 경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한숨 느는 부산 기업 부산일보 04면 경제

부산 경제계 “日 수출 규제, 60년 구축 신뢰 관계 악영향” 국제신문 03면 종합

일본의 ‘이율배반’ 국민일보 03면 경제

자동화터미널 설계 위해 해외전문가 자문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제로페이 2만 가맹점 시대… 초라한 결제액 ‘하루 300만 원’ 국제신문 13면 경제

자율휴어기 끝낸 대형선망 경영난 호소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세계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문가들 부산에 모인다 한겨레 18면 경제

부산, 슬리포노믹스 中企 키운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침체 건설산업 살리자” 실무협의회 구성 공감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본격 시동 한국경제 24A면 지역

부산 기업육성기관-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내일신문 13면 금융

부산 정치

“文, 스시 먹었다” 민경욱 페북서 비판 오거돈, 발끈 직격탄 부산일보 06면 정치

오거돈 “스시·생선회 구별 못하나” 국제신문 04면 종합

휴가철에도 의원님은 대기중 부산일보 08면 정치

중앙서 반기는 이언주, 지역에선 ‘글쎄…’ 부산일보 08면 정치

PK총선 키워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오거돈 시장 국비확보 역량 첫 시험대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한국당 ‘日 보복 피해 신고센터’ 설치 국제신문 04면 종합

日관방 “한일 연대할 건 연대해야… 군사정보협정 유지 희망” 동아일보 05면 경제

日스가 “지소미아·민간교류 유지 희망” 매일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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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군사협력’ 유지 가닥 … 경제보복 실마리는 안보인다 매일경제 05면 국방

부산 문화

부산을 즐기는 101가지 방법 찾아라! 부산일보 18면 교통

2023 여자월드컵 부산시 유치 도전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아시아영화학교 학생 작품 세계서 주목 국제신문 18면 문화

유료화에도 관람객 목표 90% 달성… 록페 ‘절반의 성공’ 국제신문 18면 문화

툭하면 ‘노쇼 페스티벌’… 앤 마리 ‘게릴라 쇼’ 더 빛났다 서울신문 20면 문화

“되겠어? 했던 코미디축제, 지금은 아시아 대표 행사”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국제광고제 여성심사위원 비율 최고 내일신문 14면 산업

동구 42억 들인 공영주차장 비만 오면 물바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래구 동래 안락동 구간 BRT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개선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진구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 ‘아파트너’ 앱으로 해결하세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연제구 불법유턴 차량 전조등에 잠 못 드는 연산더샵아파트 주민 국제신문 08면 사회

7/31

부산 시정

부산 ‘바다택시’ 달릴 길 열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역에서 주요 관광지까지 차 대신 배 타고 빠르게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영도·동백섬 등에 해상택시 다닌다 한국경제 25면 사회

市 사전협상 대상지, 공공성 대폭 강화 부산일보 02면 종합

한진CY 개발 공공기여, 해운대구청사 신축 대신 현금 납부할 

듯
부산일보 14면 경제

‘막을 法 없던 명지 지반 침하’ 국토부, 지하안전법 전격 개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환경영향평가에 갈등 예방 방안 넣는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市, 사회서비스원 예산 확보 서둘러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고령사회의 비극 ‘간병 살인’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올 상반기 1만 명 이상 ‘탈부산’ … 출생률은 전국 최하 부산일보 03면 종합

같은 해수욕장 내 피서객 ‘쏠림 현상’ 상인들 ‘희비’ 엇갈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형 버스준공영제 ‘산 넘어 산’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혁신 소통 첫걸음 경남일보 06면 지역

구멍뚫린 의료폐기물 관리… 생곡재활용센터서 또 다량 발견 국제신문 06면 사회

줄잇는 고독사 … 부산시 전담팀 해체 도마에 국제신문 06면 사회

나이지리아 경찰 간부들 부산서 ‘과학 치안’ 기법 배워 국민일보 20면 인물

경제살리기 밑그림 완성…이젠 성과창출 ‘올인’ 서울경제 B01면 경제

“김해신공항 등 현안 해결 성과…새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 서울경제 B02면 경제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부산대개조 정책투어’ 서울경제 B02면 경제

지역화폐 10월께 발행 전통시장에 관광 접목 서울경제 B02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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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준공영제 혁신’ 소통 행보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경제

‘지역인재 취업 지원’ 시·공공기관·지역대학 오픈캠퍼스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항 상반기 컨 물동량 전년보다 2.1% 증가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정보 너무 없는데, 정부 대처는 너무 낙관적” 부산일보 04면 경제

日 수출규제 대비 기업설명회… 행사 주관 산업부는 불참 

‘안일’
국제신문 03면 경제

부산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역량 ‘빨간불’ 부산일보 15면 경제

전통시장 밀집 지역에 日 브랜드 ‘유니클로’ … 생계 위협 반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역산업 연구개발 재정 분권 위해 여러 단체 힘 모아야” 부산일보 25면 인물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 신청은 쉽고 과정은 까다롭게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車부품업 생산성 낮아” ICT 접목 필요성 대두 국제신문 13면 경제

“동남권 경제, 작년 바닥 치고 올 상반기 소폭 반등” 국제신문 02면 종합

6월 미분양 4982가구 부산 3개월 연속 감소 국제신문 13면 경제

“한국 불매운동 이례적 장기화”… 촉각 곤두세운 日 언론 세계일보 04면 경제

부산경제진흥원, 의료관광 특별전 베트남서 개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노선확장·승객안전·서비스 다양화…국가대표 LCC로 날갯짓 서울경제 B06면 경제

부산정보진흥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업 육성 서울경제 29B면 전국

공공기관들 지역인재 취업 돕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국제광고제 심사위원단 ‘우먼파워’ 눈길 한국경제 26A면 지역

부산진해경자청 재외동포 투자 유치 박차 경남도민일보 09면 경제

신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 ‘법정으로’ 경남신문 05면 사회

부산 정치

부인 관용차 사적 용도 사용 오거돈 부산시장 공식 사과 부산일보 08면 정치

文 PK 집중 방문, 지역 민심 변화 이끌 동력 될까 부산일보 06면 정치

도로 친박당 논란에 “부인하기 어렵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日 정·재계 “군사·민간 교류는 계속하자” 부산일보 04면 경제

한국당 전 부울경 단체장 3인 총선선거구 ‘안전지대’ 노크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민 43% “총선서 현역 지지 않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지자체 對日교류 중단에…”길게 보자” 신중론 부상 국제신문 26면 사회

부산 문화

BOF ‘메이드 인 부산’ 장식할 작품 선정 쇼케이스 공개 진행 부산일보 20면 문화

‘BOF’ 오를 부산 작품 시민들이 one pick!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산복도로패스 ‘천원의 행복’ 누려요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숨은 매력 알리는 최고의 로컬잡지로 키울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문화 수용자가 곧 창조자인 시대… 지역에 ‘기회’가 될 변화 국제신문 18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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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연극인 교육으로 ‘지역 관객운동’ 꿈꾸는 부산 대표 

연출가
국제신문 18면 기획

시립미술관 특별전 보며 시원한 힐링타임 가져볼까 세계일보 22면 공연

“록페 열린다, 소리 질러!”… 수도권 ‘썰렁’ 지방선 ‘함성’ 머니투데이 22면 문화

환경·동화·디자인·춤 … 생활문화 콘텐츠, 미술관 속으로 한국경제 28면 문화

‘나이트 풀 파티’·물총싸움…더위를 날린다 문화일보 16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 ‘총리실 검증’ 내달 시작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글로벌

테크비즈

센터 개관

부산연구개발특구 ‘R&D 심장’ 오늘 문 연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글로벌테크비즈센터 오늘 미음산단서 개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본격화’ 한국일보 12B면 영남

中企 사업화 돕고 스타트업 지원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문열어
한국경제 14면 IT

부산연구개발특구 핵심거점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 문화일보 14면 전국

2020 부산

비엔날레

내년 9월 ‘2020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에 야콥 파브리시우스 부산일보 22면 문화

2020 부산비엔날레 전시 감독에 덴마크서 활동 야콥 

파브리시우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에 파브리시우스 한국일보 24면 인물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에 야콥 파브리시우스 선정 매일경제 32면 인물

2020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야콥 파브리시우스 선정 경남일보 16면 문화

강서구 강서에 ‘B-TBC’ 개관 기업 입주공간 66개 부산일보 14면 경제

기장군 “기장 갯마을 축제 구경 오세요” 한국일보 12B면 영남

동구
안창마을 주택, 내달부터 새단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안창마을, 노후주택 개량 사업지로 선정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진구
청년몰 폐업속출 놔둔 채 늘리기에 급급 국제신문 01면 종합

월세·텃세에 좌절도… “청년몰·전통시장 상생할 순 없나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사상구 10대 익사 선착장, 구명튜브 하나 없었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수영구 새 주인 찾았지만… 옛 미월드 호텔건립사업 일단 멈춤 부산일보 15면 경제

해운대구 해운대 해동초등 위험천만 통학길 해소 ‘파란불’ 국제신문 08면 사회

경상남도

양산 웅상 ~ 울산 KTX역 시내버스 운행 하세월 국제신문 09A면 지역

웅동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소송 휘말려 국제신문 12면 경제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인하 초읽기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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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부산 시정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 “무더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부산일보 02면 종합

주민 외면 ‘산복도로 갤러리’ 철거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착륙신호 수신 이상 아찔했던 김해공항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공항 착륙신호 불량 논란 항공기 아찔했던 상황 드러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환경공단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부실’ 적발 부산일보 11A면 사회

공원일몰제 이후… 부산 새 공원 장소 시민과 찾는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환경공단, 바이오가스활용 전기 생산 추진 국민일보 14A면 사회

오거돈 시장, 일본 교류 현장 고통 듣는다 경남매일 07면 지역

‘제주·동해’ 新항만 추가 지정… 전국 12곳 개발에 41兆 투입 문화일보 14면 경제

부산 경제

부산 공유오피스 업체들 “市 위워크 편애” 불만 국제신문 10면 경제

부산 제조업, 내수 침체 장기화… 한국일보 14B면 영남

규제자유특구가 뭔가요? 매일경제 30면 경제

부산공장 경영정상화 돌입 지역경제 활성화 ‘가속페달’ 서울경제 B15면 기업

부산 의료기관들 베트남 시장 공략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진경자청, 글로벌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 정치

“정파 초월 부산 경제 살리는 경제원탁회의 열자”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한국당, 여야 경제원탁회의 제안 “관문공항 협력도 검토” 국제신문 04면 종합

PK 출신 전·현직 대통령 선거구 내년 총선 경쟁 벌써부터 치열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문화

현인 선생 탄생 100주년 가요제 개최 국제신문 13면 문화

“30년 쌓은 우정 끊을 수 없어” 日 사가현 학생·교사 부산 온다 국제신문 03면 국방

어른들은 싸워도… 韓·日청소년 미술·스포츠로 ‘똘똘’ 조선일보 12면 사회

한일 갈등 격랑 속에도… 청소년들 우정의 교류는 계속 한국일보 02면 경제

시체육회 사직테니스장 3년 더 맡자 부산테니스협 반발 국제신문 21면 스포츠

폭우 속을 걸었다, 옷은 젖지 않았다 중앙일보 22면 문화

공짜 아니어도 ‘부산록페’ 즐겼다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운영 서울경제 31B면 전국

‘마린시티와 불꽃축제’ 부산관광사진 대상에 한국경제 24A면 지역

A형 간염 

환자 급증

부산 집단 발병 A형 간염환자 일주일새 3배 늘어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A형간염 집단감염 환자 64명으로 늘어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A형 간염 환자 64명으로 급속 확산 동아일보 12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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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오거돈·김경수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에 TK 함께하자” 국제신문 02면 종합

“대구·경북, 동남권신공항 반대 명분 없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김해공항 확장 타당성 조사 총리실 “8월 검증기구 출범” 매일경제 08면 정치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 검증’ 연말께 결론날 듯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산 글로벌

비즈센터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R&D 허브 ‘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 국제신문 10면 경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 “신성장동력 중추 역할” 아주경제 13면 사회

부산~일본 

여행객 급감

日 관광객도 줄었다… 업계 ‘울상’ 짓지만 ‘보이콧 재팬’은 확산 부산일보 03면 경제

부산~일본 항공편 상반기 이미 승객 급감 부산일보 03면 경제

“여행객 감소 현실화 반전시킬 대책 절실” 부산일보 03면 경제

부산~일본 여객선 잇단 운항 중단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바다축제

빠져 보자! 부산 축제의 바다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일상이 영화처럼 좋아지는 극장, 함께 만들어요” 부산일보 19면 문화

더위야 가라!… 부산 5개 해수욕장 축제의 바다 속으로 국제신문 13면 문화

‘부산 바다축제’서 무더위 날려요 서울경제 31B면 전국

광안리에선 댄스파티… 송도에선 가요제 파이낸셜 01면 종합

“제24회 부산바다축제에 초대합니다”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해변 핫하게… 재즈부터 힙합까지 춤춰봐 서울신문 14면 전국

‘힙합 여전사’ 제시…자이언트 핑크, 축제 피날레 장식한다 국제신문 13면 문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고액 악명’ 거가대교 통행료 대형화물차부터 5000원 인하 

눈앞
부산일보 05면 종합

거가대교 전국 최고 통행료… 대형화물차 우선 인하 추진 국제신문 09면 사회

거가대로 대형화물차 통행료 인하 하나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대형화물차 면제 경남매일 03면 종합

강서구
명지 온다던 영국 랭커스터 대학 감감무소식 부산일보 05면 종합

19일간 멈춘 명지소각로… 쓰레기 처리 차질 우려 부산일보 06면 사회

기장군
샌드위치 패널 건물 밀집·주변 가스업체… 대형 화재 될 뻔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 장안 원전기금 활용 ‘100억 상생프로젝트’ 추진 부산일보 06면 사회

부산진구 서면에 40ｍ ‘쿨링포그’ 설치, 더위 식힌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영도구 영도 흰여울마을 명물 벽화 곳곳 욕설 낙서로 ‘얼룩’ 국제신문 08면 사회

8/2

부산 시정

사유지 개발이익 공공기여금 놓고 부산시-구·군 갈등 우려 부산일보 05면 종합

“견인업체도 준공영제로” 견인업계, 시청 앞 차량 시위 부산일보 11면 사회

“준공영제 도입”… 견인대행업체, 시청 앞 ‘불법 주정차’ 시위 국제신문 06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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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복연합기숙사 ‘창문 스토퍼’ 논란 부산일보 10A면 사회

폭염 속 수십 ㎏ 장비 지고 비지땀… 24시간 인명구조 사투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의회, 시의원 해외연수 첫 제동 국제신문 05면 종합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하랬더니 확인 더욱 어렵게 만든 부산시 국제신문 02면 종합

해수욕장 음식 배달 오토바이 무법질주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12곳 적발 국제신문 06면 사회

‘원전해체 미래원자력기술 인력 양성 교육’ 진행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준공영제 혁신용역 최종보고회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경제

가덕도에 대형선박 수리조선단지 추진 국제신문 14면 산업

부산항 올 상반기 컨 물동량 작년비 2.1% ↑ 1086만 TEU 국제신문 14면 산업

신항 배후단지 개발 ‘공기업-민간 경쟁’ 논란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위메프 웹사이트 부산 전용관 내달 돼야 오픈 국제신문 12면 경제

수출규제 대상 ‘1100개+α’ 확대 전기차·화학·정밀기계 우선 

타깃
국제신문 03면 경제

“싱싱한 양파 많이 드세요” 한국일보 12B면 영남

영남권 ‘지자체 곳간’ 쟁탈전 시작됐다 매일경제 28A면 영남

수라상에 오른 ‘기장미역’ 해외서 슈퍼푸드로 주목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한국당 제안 부산경제원탁회의 참여” 부산일보 08면 정치

내년 PK 총선 예측불허, 정치권 ‘필승카드’ 고심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발 ‘핵무장론’ 공방 지속 부산일보 08면 정치

국회일정 겹쳐… 오거돈·여야 시당위원장 회동 5일로 연기 국제신문 05면 종합

“인물 마케팅” “보수 복원”… 부산 여야, 총선 전략 윤곽 국제신문 05면 종합

대구동구 예산 6000억인데 복지만 4000억…쓸 돈 없다 매일경제 01면 종합

“생색은 중앙정부가, 돈은 우리한테 내라니…” 매일경제 06면 기획

부산 문화

해운대·수영 잇는 수영강 위 동백꽃! 부산일보 05면 종합

“관객이 곧 작가, 내년 부산비엔날레의 갈 길이죠” 부산일보 23면 문화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첫 외국인 감독 세계일보 22면 문화

오늘부터 부산바다축제 ‘풍덩’ 매일경제 28A면 영남

“부산 독립운동 유적지 널리 알려주세요” 파이낸셜 04면 부산

해운대 풀파티·광안리 댄스파티 … 부산은 축제 중 한국경제 26A면 지역

부산항 세계 

3대 항만 

육성책

정부, ‘부산항 신항’ 세계 3대 항만으로 키운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항을 세계 3대항으로? ‘물동량’ 치우친 정부 정책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항, 세계 3대 항만으로 키운다 경향신문 12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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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세계 3대港 육성… 제주신항은 ‘크루즈 허브’로 서울신문 09면 종합

부산항 2040년 세계 3위 목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신항 

동북아 메가

포트 개발

정부, 부산·제주 등 12개 신항만 개발에 42조 투자 조선일보 14면 전국

부산신항, 동북아 메가포트 육성… 항만 12곳 개발 42조 투입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부산항 신항을 메가포트로” 초대형선 접안 21선석 추가 건립 부산일보 17면 경제

도심

공항터미널 

후보지 물색

부산 도심공항터미널 후보지로 신세계센텀 주차장 부지 

급부상
부산일보 01면 종합

도심 공항터미널 어디로? 최적지 논의 본격화 부산일보 02면 종합

신세계센텀시티 유휴부지에 도심공항터미널 들어서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제조업 

부진

“부산경제 주력산업 ‘침체 늪’ 재제조산업으로 살길 찾아야” 부산일보 17면 경제

“선박 중고 부품을 새 상품화하는 ‘재제조업’ 육성을”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상의, ‘재제조 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 견인 한다 한국일보 12B면 영남

내수부진 여파… 부산제조업 ‘부진의 늪’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가닥… 시행시기는 입장차 경남신문 04면 종합

동구 동구 주민들 “북항에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부산일보 02면 종합

북구 부산 북구, 50대 주차장도 못지어…구청직원 월급도 겨우 마련 매일경제 06면 기획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안내 지도 강매… 불법 행위에 ‘도시재생 역행’ 

우려
부산일보 10면 사회

감천문화마을 산복도로 연결공사 전면 재검토 국제신문 08면 사회

잠 잘 곳 없는 다대포, 밤이면 관광객 ‘썰물’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구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영화·예능 단골된 피란민촌 한국일보 12A면 지역

해운대구
“주민 생사와 직결된 ‘센텀2지구’ 하루빨리 개발을” 부산일보 05면 종합

“새 아파트에 세탁기 안 들어가요”… 입주민 “부실 설계” 반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8/5

부산 시정

30도 웃돈 날씨에도… 가족·친구 손잡고 ‘반일의 촛불’ 들다 부산일보 04면 경제

부산시민, 반일·불매운동 동참 거세다 국제신문 03면 경제

부산시 출연기관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부산일보 10면 사회

‘제1호 반려견놀이터’ 구포가축시장 선정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교정시설 통합 이전 여론수렴 나서 국제신문 08면 사회

찜통더위 일주일… 사람·농작물·물고기 모두 ‘헉헉’ 국제신문 10면 사회

민간이 첫 심사… 부산시의원 해외출장 답변 ‘진땀’ 국제신문 05면 종합

중국산 조개젓갈 때문?… 부산서 A형 간염 71명 집단 발병 국민일보 14면 사회

부산 A형 간염 ‘조개 젓갈’ 때문에? 경남일보 05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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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닥터헬기 응원 매일경제 33면 인물

오거돈 부산시장, 소생캠페인 동참 파이낸셜 25면 인물

市, 1000억 규모 내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 착수 국제신문 04면 부울경

부산 경제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상반기 첫 500만 돌파 부산일보 17면 경제

국토부 “김해공항, 상반기 국제선 늘고 국내선 줄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고신대병원, 베트남 원격거점센터 개소 부산일보 23면 건강

한·일 경제 전면전… 부산 제조업 ‘비상’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테크노파크, 러시아와 기술협력 강화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핀테크허브’ 속속 입주… 과반이 AI·블록체인 업체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기계·전기기기 업종 타격… 조선기자재는 영향 작을 듯 국제신문 03면 경제

‘소규모 재건축’ 진척 빠르지만 낮은 사업성 탓 주민분담금 늘 

수도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부산신항 개발에 13조 투입… 물동량 세계3위로 아시아투데이 24면 지역

부산, 日보복 피해줄이기 총력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의료관광 베트남 특별전’ 1만명 대성황 문화일보 14면 전국

‘No Japan’ 깃발·피해기업 지원… 지자체도 ‘克日’ 문화일보 11면 사회

부산 정치

市 관문공항 ‘통 큰’ 협력 유재중 잇단 전방위 행보에 기대감 

‘업’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온 조국 심상찮은 행보 “고향, 원초적 힘” 부산일보 08면 정치

고향 부산 찾은 조국… 총선 차출론 또 솔솔 국제신문 05면 종합

총선서 친문·친황 득 될까 독 될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LNG벙커링 터미널 입지 결정, 정치 야합”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민주당, 오늘 日경제침략 규탄대회 국제신문 04면 경제

부산 문화

“바나나보트 타고 바다 위 달리니, 정말 시원해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근현대역사박물관, 문화·예술 접목한 ‘시민공간’ 된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옛 한은 건물에 부산근현대역사 박물관 조성 본격화 국제신문 01면 종합

“20주년 부산비엔날레 주인공은 부산이라는 흥미로운 도시” 국제신문 20면 문화

베를린, 하얼빈, 서울로… 부산시향 기분좋게 바쁜 8월 국제신문 20면 문화

영진위 한국영화아카데미 신임 원장 조성원 씨 취임 국제신문 20면 문화

영화와 야경을 동시에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BISFF, 내달 

8일까지
국제신문 21면 문화

한복 셀카, BTS 춤 따라하기… 금세 친구 된 韓日 청소년들 조선일보 10면 사회

내일 부산시장기 장애인해양래프팅대회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부산광고제, 유명 인플루언서 연사 초청 내일신문 16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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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금사회동동에 ‘수소 발전소’ 짓는다고? 주민 “결사 반대” 부산일보 11면 사회

금정구 연료전지발전소 주민 반대에 업체·지자체 공방 국제신문 10면 사회

동구 남문시장 청년몰 진통 끝 확정… 동구 “사업계획 대폭 수정”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품앗이 육아모임’ 30평짜리 ‘작은 도서관’ 기적 만들었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하구
“두 차례나 음주운전하고도 ‘영전’” 사하구청 ‘상식 밖 인사’ 

비난 쇄도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구 동아대 석당박물관·서구청 ‘부산 유산 학술교류’ 협약식 부산일보 25면 인물

수영구
유독가스 샌 공중화장실, 수영구청은 단 한 번도 점검 안 했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공중화장실서 황화수소 누출… 10년 넘게 위험성 몰랐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버린 쓰레기 되가져갑시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8/6

부산 시정

해운정사, 장지공원 지킨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공원 일몰제 자발적 제외 전국 첫 사례 부산서 나왔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사업, 30일까지 첫 ‘온라인 투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주민제안사업 온라인 투표 실시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따가운 시선보다 뜨거운 태양 피하려… 남자, 양산 쓰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여름 휴가철 전염병 주의하세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내년 R&D예산 1000억 市, 사업 배분·조정작업 착수 부산일보 16면 경제

가상현실로 안전교육 실시 부산시설공단, 콘텐츠 개발 부산일보 24면 인물

市 건축주택국장 개방형 공모 논란 부산일보 01면 종합

공모제 전환 부산 건축주택국장 한 달째 빈자리 부산일보 06면 사회

“멀고 불편” … 주차난에도 ‘외면 받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부산일보 10면 사회

오늘 낮부터 비, 부울경 최고 200㎜ 폭우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1년 이상 빈집 5094가구 연말까지 활용 계획 마련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지자체 황화수소 측정장비 ‘0’ … 피해사고 재발 무방비 국제신문 06면 사회

자원봉사센터 태동지 부산, 참여율 저조… “법인화가 답” 국제신문 02면 종합

구조 갔다가 뺨 맞고 차이고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국제신문 06면 사회

태풍 프란시스코 오늘 밤 상륙… 최대 200㎜ 물폭탄 국제신문 02면 종합

오거돈 시장, 구급대원과 풍선 ‘펑’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동참 동아일보 26면 인물

녹조제거 신기술 개발… 전국 하천 본격사용 문화일보 14면 전국

‘7년 다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내일신문 06면 자치

태풍 오늘밤 남해안 상륙… ‘부산-안동’ 지난다 헤럴드경제 08면 자치

부산 경제
부산시, 日의존도 높은 개별기업 파악 “모든 지원책 강구” 부산일보 03면 정치

부산의료관광 해외특별전 베트남 의료계 사로잡았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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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싱가포르 노선 ‘순항’ 제주항공 첫 달 탑승률 84% 부산일보 16면 경제

일본 수출규제 피해 中企 세무조사 유예·중지한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롯데百 부산본점 공시지가 조정… 세수 10억↑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양공간계획 전문기관 지자체에 설치해야” 국제신문 14면 산업

한일 경제전쟁 여파… 부동산 새 정책 시행 미뤄질 듯 국제신문 12면 경제

감천항 6, 7부두에 폭염대피소 생겼어요 국제신문 14면 산업

부산 상반기 미역 수출량 작년의 3배… 80%는 기장産 국제신문 14면 산업

국제기구 TPO도 내달 부산총회 앞두고 속앓이 국제신문 12면 경제

신항 LNG벙커링 사업 난항 국제신문 14면 산업

韓·日 악재에 김해공항 ‘썰렁’ 에어부산 등 LCC 실적 타격 한국경제 24A면 지역

“日 수출규제 피해 지원대책 강구할 것”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日 피해기업 전방위 지원책 강구”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양산 기업 공장, 경남 아닌 부산에 왜 가나?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호치민 국제식품ᆞ식음료 박람회 참가 경남매일 16면 경제

‘원격거점’ 개설로 호찌민 방문 문화일보 21면 건강

부산, 베트남 식품·의료시장 공략 박차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잘 해 봅시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홍준표 “선조 같은 행동” vs 전재수 “한국당은 토착왜구” 부산일보 06면 정치

이르면 이번 주 내 개각 단행 부산일보 05면 종합

‘김도읍 229건… 김무성 0건’ 국회 입법활동 ‘천지 차’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처벽 허문 콤비플레이로 의약계 숙원법안 해결됐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의화 전 의장 ‘3기 민주시민교육’ 개설 부산일보 08면 정치

인물 대결 관건인데 인물 정리 쉽지 않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내년도 국비 확보에는 여야가 원팀”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규탄대회’ 국제신문 04면 경제

한국당 총선혁신안 친박·비박 모두 ‘떨떠름’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 ♥ 싱가포르, 우리 ‘썸’ 타고 있어요 부산일보 18면 교통

日 시민 박수 받은 ‘조선통신사’… 한·일 민간교류는 계속된다 부산일보 04면 경제

올해의 부산 ‘원픽’은? 부산일보 18면 관광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최초 K팝 스타 발굴 오디션 진행 부산일보 22면 문화

체육관에서·바닷가에서 핸드볼 대회 부산일보 19면 스포츠

‘밤의 문이 열린다’ 부산서 쇼케이스 열린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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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문학제 9일 개최…심포지엄 문학상 시상식도 진행 국제신문 18면 문화

이주홍 문학세계를 문화 콘텐츠로 국제신문 18면 문화

옛 한은 건물 ‘철조망 문화재’ 어쩌나 국제신문 08면 사회

금정구 수소전지 발전소 후보지마다 안전성 충돌 국민일보 12면 사회

수영구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쓰레기 퇴치 작전 ‘플랜B’ 가동 부산일보 11면 사회

황화수소 누출 화장실 철거… 오·폐수 처리시설 긴급 점검 부산일보 10면 사회

8/7

부산 시정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경호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누리마루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훈련 국제신문 01면 종합

수영강·태화강 내년부터 국가 관리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에 유독 많은 굴뚝 목욕탕, 카페·도서관처럼 바꾸고 싶어” 부산일보 24면 기획

북구·사상구 관할 겹친 아파트 사상구로 행정구역 ‘일원화’ 부산일보 10면 사회

대저생태공원 해바라기 인증샷, 올여름엔 참아 주세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폭력 무방비’ 사회복지사 보호망 구축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조사 권한은 사용자에… “누가 공정한 조사 기대하겠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공기업간부 ‘괴롭힘’으로 41%가 회사 떠나 국민일보 14면 사회

‘프란시스코’, 부울경에 폭우 뿌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태풍 프란시스코 내륙서 소멸… 중부 비 아침에 그칠 듯 국민일보 12면 사회

국립공원 지정 추진 금정산서 현장 조사 국제신문 06면 종합

내달 5일 ‘부산여성리더 컨퍼런스’ 국제신문 16면 복지

‘부산여성리더콘퍼런스’ 내달 5일 개최 동아일보 20면 영남

“학교 밖 청소년 공부방 운영… 검정고시 합격률도 껑충” 국제신문 24면 인물

태풍 상륙… 부산항까지 전면 폐쇄 국제신문 08면 사회

주민자치위 위원 선출 공개모집·추첨 방식놓고 ‘진통’ 국제신문 06면 사회

“명칭 왜 빼나” 고독사 전담팀 역할 축소 논란… 수습 나선 市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부산시 소유 골프장 억대 접대골프 의혹 내일신문 04면 자치

전국 공공소각시설 처리용량 ‘과포화’ 내일신문 19면 정책

부산 경제

대형선망 3개월 휴어제 후유증… “지원 확대 필요”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감천 부산수산물공판장 중도매인 모집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울경 대장주 ‘신라젠’ 10분의 1 토막, 지역 투자자 ‘멘붕’ 부산일보 02면 종합

G2 환율전쟁… 지역 中企 ‘겹시름’ 국제신문 01면 종합

홈피업체서 애니 제작사로 변신… 부산 배경 첫 ‘3D 작품’ 

해외진출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 왔으면 이건 꼭 사야 해” 한국경제 24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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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中企 우수제품 TV 타고 전국 진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김해공항 이용객 역대 최다 경남신문 06면 사회

부산 정치

‘관문공항 합의’ 하고 나니 ‘복잡해진 셈법’ 부산일보 08면 정치

이낙연, 대선주자 선호도 ‘오차범위 밖’ 1위 부산일보 06면 정치

유기준 “공수처-검경수사권 분리해 처리” 부산일보 08면 정치

오거돈에 연일 대립각 세우는 김도읍 부산일보 08면 정치

2년간 사망·부상자 3000명 교통안전 사각지대 ‘주차장’ 부산일보 01면 종합

사망 위험 높아도 도로 아냐… 법망 벗어난 주차장 안전 부산일보 03면 사회

주차장 사망사고 행정처분은 면제 부산일보 03면 사회

오거돈 “TK 국회의원 설득 해달라” 부산 한국당 관문공항 

입장 변할까
국제신문 05면 종합

野 “日 경제보복에 남북경협으로 대응? 소가 웃을 일” 국제신문 04면 경제

리더십·존재감·확장성 ‘3無’… 위기의 황교안 국제신문 05면 종합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도민 의견 듣는다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산 문화

여름 가기 전 ‘이주홍 문학거리’ 미리 걸어요 부산일보 20면 문화

BOF 메이드 인 부산 ‘청춘쌍곡선’ 선정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청춘쌍곡선’ 공연 한국경제 24면 지역

시민이 선택한 공연 ‘청춘쌍곡선’ BOF 무대 선다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청 소 년  위 한  클 래 식 · 오 페 라  공 연  을 숙 도 문 화 회 관 이 

초대합니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한·일 민간교류는 계속된다 부산일보 04면 경제

긴긴 여름방학… 함께 즐겨요, 문화 바캉스 국제신문 17면 문화

15일 드디어 ‘밤의 문이 열린다’ 국제신문 17면 문화

아베 정권 차별에도 꿋꿋한 조선학교 응원하는 문화 한마당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 ‘팔짱’ 낀 사이 문화인력 양성 열 올리는 이웃 도시들 국제신문 19면 기획

문화부 지원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부산선 2년간 참여기관 국제신문 19면 기획

도심 걷기 ‘스토리투어’ 유료화하자 발길 뚝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 방문 5번째… 자갈치시장과 영도 매력에 푹∼” 동아일보 23면 문화

北 도발에…남북 문화교류도 멈췄다 서울경제 27면 문화

남구
“아이와 함께할 놀이, 배달합니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희망 리어카’로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 챙겨요 부산일보 16면 복지

북구 화명야외수영장 올해 이용 못한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상구 한일시멘트 공장 부산도서관 개관 앞두고 이전 ‘청신호’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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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여름마다 악취 진동 ‘춘천천’ 2035년까지 무대책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해수욕장 6~7월 관광객 작년 17% 증가 문화일보 14면 전국

8/8

부산 시정

부산 전역 ‘춤 가능 업소’ 안전점검 부산일보 11면 사회

가이드라인 없는 ‘건축 공공성 강화’ 행정도 업계도 ‘갈팡질팡’ 부산일보 03면 종합

市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수정안 여전히 공공성 부족” 부산일보 03면 종합

대저대교 ‘재보완환경평가서’ 또 졸속 시비 부산일보 11면 사회

“2시간 기다려야 오는 두리발” 부산 장애인 발 묶이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비만 오면 부산 곳곳 ‘포트홀’ 시민 ‘조마조마’ 부산일보 10면 사회

아시아드CC 전 대표 고발당해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대책 세워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또 ‘감사를 감사해 달라’ 파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간부 “감사가 부적절 언행 등 갑질” 국제신문 06면 사회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갈등, 끝장토론으로 마침표 찍을까 국제신문 10면 경제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 방식 통일해야” 국제신문 08면 사회

계류장까지 이동에만 5분… “수상구조 골든타임 놓칠수도”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남일보 12면 인물

오거돈 부산시장, 기능경기대회 훈련장 격려 방문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시, 가정 방문 절전비법 소개 가구당 전기요금 年 15만원 

절감
문화일보 14면 전국

택시료 15.5% 상승 … 5년7개월 만에 최대 내일신문 15면 산업

부산 경제

골든블루·대선·롯데자이언츠… 부산 대표 브랜드 한자리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마지막 공공택지 ‘장안 신도시’ 분양 막 올랐다 부산일보 16면 부동산

日 수입길 험난한데 中 수출길도 막히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오키나와 노선 아시아나, 운항 중단 부산일보 04면 경제

부산~일본 하늘길도 점점 축소 아시아나, 오키나와 노선 중단 국제신문 01면 종합

“블록체인 규제 가이드라인 서둘러야” 국제신문 10면 경제

블록체인·스마트시티·전기車 부산시 ‘3大 산업’ 본격 육성 한국경제 26면 지역

부산, ‘디지털 월스트리트’ 꿈꾼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블록체인 조례 만들어 산업표준 주도해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日, 공세 숨고르기? … 정부 “확전 자제로 보긴 이르다” 국제신문 03면 경제

극일이냐 안전이냐… 與, 화학물질 규제 완화 딜레마 국제신문 04면 경제

벡스코-부산관광공사, MICE산업 발전 업무협약 동아일보 14면 영남

中 청산강철 유치 나선 부산시에 뿔난 철강업계 아주경제 06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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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한계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 증가세 주춤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관광·MICE산업 시너지 창출” 부산관광공사·벡스코 ‘맞손’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시 ‘탈일본’ 지역기업 돕는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상반기 수도권 17개 기업 ‘지방 혁신도시行’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경남 혁신도시 입주 풍년… 수도권 업체는 외면 국제신문 10면 경제

민주 공약 이행 위한 입법 성과 vs 다선의 힘 숙원 사업 해결 

한국 
부산일보 05면 종합

저격수 하태경, 조국에 “독재의 후예, 학교 떠나라”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 부산시당 ‘조국, 이제 놓아줄게’ 부산일보 08면 정치

정치권에 부는 챌린지 열풍 부산일보 08면 정치

“소녀상, 함께할게” 부산일보 08면 정치

줄줄이 변수… 동부산 공천경쟁 ‘후끈’ 부산일보 08면 정치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부산 돕는 민생법안 무더기 ‘햇빛’ 국제신문 05면 종합

심상정, 부산 평화의 소녀상 앞서 “지소미아 파기해야” 국제신문 04면 경제

아베 최측근 “한국, 과거 매춘관광국” 망언 국제신문 04면 경제

9석- 15석… 부산 총선목표 ‘아전인수’ 국제신문 05면 종합

장기 칩거 김정훈… 총선 거취 촉각 국제신문 05면 종합

與 “日대신 국내관광”… 일부 지자체 반일 편승 비판 목소리도 국제신문 04면 경제

부산 문화

부산국제광고제, 유명 연사들 대거 참여한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개막 보름 앞 ‘부코페’, 눈물나게 웃긴 쇼 ‘강추’합니다! 부산일보 18면 문화

한국전쟁기 부산,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부산일보 18면 문화

‘극장판 헬로카봇’ 영화의전당 출동 부산일보 18면 문화

“평화 통일 기원” 임진각 향해 출발 국제신문 06면 사회

위안부 소녀, 그녀도 우리의 가족이었다 국제신문 13면 문화

“日, 들리는가” … 손기정루트 종착지 독일서 평화의 교향악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을 표현한 5개의 茶 어떤 맛일까 국제신문 19면 문화

“거리로 나간 부산바다축제… 고유의 색 입혀 나갈 것” 국제신문 22면 인물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만드는 첫 오페라 무대 국제신문 13면 인물

부산시 

탈일본 

지역기업 

지원

부산시, 日 수입대체 비용 지원 부산일보 04면 경제

부산시, 지자체 첫 ‘탈일본 지역기업’ 자금 지원 나섰다 국민일보 12면 사회

脫일본 팔 걷은 부산… 지역 기업 수입국 다변화 지원 서울신문 12면 전국

부산기업 脫일본, 부산시가 지원합니다 한국일보 14면 영남

‘脫일본’ 제조업체 전방위 지원 파이낸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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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꿈오름 어린이 기자단, 부산 남구청장 인터뷰 국제신문 22면 인물

부산진구
수원시장-부산 부산진구청장-대전 대덕구청장 ‘닥터헬기’ 

동참
동아일보 27면 인물

영도구 60억 들여 만든 동삼해수천… 또 26억 들여 바꾼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8/9

부산 시정

부산 아동수당 지급 확대 내달부터 0~6세 아동까지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받는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안전규정 없고 맨눈 점검 ‘발 딛기 불안한 목재시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A형 간염 환자 100명 넘어서 부산일보 10면 사회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재구축” 환경단체, 가스 사고 비판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간부들 “도 넘은 언행 현직 감사 권익위 신고” 국제신문 08면 사회

전문기술 있는 노인들, 주택관리 현장으로 내일신문 14면 산업

아시아드CC 대표, 4년간 4천건 예약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관성적 부조리 끊어야죠”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김해공항 외국인 무료 환승투어 국적 제한 없앤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HUG, 시니어 주택수리원 일자리 지원 국제신문 13면 경제

기업인 “日 대응 기술개발은 장기 전략… 규제부터 풀어달라” 국제신문 04면 경제

마이스 산업 이끌 핵심인재 키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경남·전남 아우르는 ‘남해안권 개발’ 청사진 바뀐다 한국경제 26A면 지역

경제 보복에 부산 여행업계 ‘부메랑 충격’ 경남신문 경제 04면

부산 정치

대학생·민노총 ‘아베 규탄’ 닻 올려 부산일보 04면 경제

대학생도, 예술인도 거리로 나와 “아베 경제침략 규탄” 국제신문 08면 사회

전국 예술인들도 ‘일본제품 불매운동’ 한겨레 12면 전국

부산 기업인들 “정치권서 日 감정적 발언 자제를” 부산일보 08면 정치

불 지핀 보수통합론… PK 야권 ‘동상多몽’ 부산일보 08면 정치

인물난에 고민 쌓이는 PK 민주당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울경 출신 지일파 외면하는 한국당 부산일보 08면 정치

오늘 7곳 안팎 개각… ‘조국 카드’ 정가 태풍의 핵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실내서, 야외서 심야 영화 어때요 부산일보 23면 문화

“아이들 예술 느끼고 즐기는 모습, 부모의 지지 지속돼야” 부산일보 28면 인물

종자 자립 이끈 육종학의 아버지… ‘기술 독립’의 시대정신 

배우다 
국제신문 15면 IT

캠퍼스 둘러싼 해안길… 배 안타도 부산항 전체가 한눈에 쏙 국제신문 06면 기획

‘동삼동패총전시관’에선 신석기 문화변천 한눈에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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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히로시마 피폭 피아노’ 콘서트 연다 동아일보 16D면 영남

입맛 없을땐 냉면보다 싼 밀면 드이소 서울신문 31면 여행

바다 택시·버스 타고 부산 명소 둘러볼까 조선일보 18면 전국

23일부터 부산은 ‘웃기는 도시’ 한겨레 18면 문화

‘국제해양레저위크’ 해양레포츠 체험하러 부산 오세요 한국일보 12B면 영남

부산항 환적 

화물량 감소

부산항 환적 화물량 29개월 만에 첫 감소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항, 미중 무역분쟁 충격파 환적 화물 29개월 만에 첫 감소 국제신문 01면 종합

G2분쟁·日보복 … 부산항 ‘비상’ 매일경제 14면 경제

무역분쟁에 부산항 ‘비상’ 환적화물 27개월만에 감소 한국경제 26A면 지역

미중 무역분쟁에 부산항 환적화물 29개월 만에 감소 경남일보 08면 경제

다이아 

페스티벌

인기 유튜버 부산 총출동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서 ‘다이아 페스티벌’ 오늘 개막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제2 박막례도 다이아페스티벌 간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금정구 부산 찜통 1번지는 금프리카 부산일보 02면 종합

기장군 ‘일장기 게양’ 오규석의 이유 있는 결단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구 초량 생태하천 복원공사장 지반 침하… 긴급 복구 공사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갑자기 일자리 잃은 구포 개시장 종업원 지원길 열린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하구 생각 없이 만든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경사형 대피로 만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구
수영경찰서 건립 추가예산 확보 주 출입구 확장되는대로 ‘첫 

삽’ 
국제신문 08면 사회

연제구 “청소미화원 업무는 공공행정”… 법원 구청 손 들어 줘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청사 이전, 한진CY 땅 빼고 ‘속도’ 부산일보 11면 사회

8/10 “관광지 바가지에 지쳐”…도심으로 떠나는 지역 주민들 서울경제 07면 기획

전유성·박나래… 코미디언 총출동 부산은 ‘웃음바다’ 한국경제 21면 연예

8/12

부산 시정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부산시 ‘종합대책’ 내놨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온천천 ‘분류식 관로’ 완공 3년 앞당긴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물고기 떼죽음 막아라”… 온천천 하수관 공사 3년 앞당긴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市, 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운영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주간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해수욕장 울상 올해 방문객 수 ‘뚝’ 부산일보 01면 종합

최저임금 지급 해석 놓고 택시 기사-업계 ‘소송 쓰나미’ 부산일보 03면 종합

택시기사 급여 인상 ‘완전월급제’도 난관 부산일보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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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자리 차 번호 나오는데… 부산 주차시설 90% 인식 못 

해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학교 화장실 악취 없앤다… 오수 분류식 방출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BPA, 활용 미적대는 사이 한국해양대 첫 실습선 

민간에 매각
국제신문 09면 사회

대학이 지역 최대 고용주… 獨캠퍼스 연 1200만 명 찾는 명소 국제신문 06면 기획

“지방 대학 생존하려면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갖춰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맥주의 나라 독일, 초보 운전자는 ‘한 모금’도 엄벌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중국산 조개젓 A형간염 116명 중앙일보 18면 종합

A형 간염 대비, 위생관리·예방접종 필수 경남일보 06면 지역

‘커뮤니티케어’ 2차 선도사업 내달 킥오프 머니투데이 04면 종합

지방의원 관련업체 ‘수의계약’ 만연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경제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30~31일 개최 부산일보 23면 건강

에코델타시티, 수변공원과 조화로운 스마트 주차장 설계안 

공모
부산일보 17면 경제

에코델타시티 ‘로봇이 차 옮기는 주차장’ 만든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발 일본행 항공편 두 달간 549편 줄어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日 하늘길, 향후 두 달 20만 좌석 사라진다 국제신문 17면 경제

“진해 연도 LNG벙커링 최적지란 건 제2신항 정해지기 전 

얘기”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민간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 “부산은 해당 없을 것”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시金치’ ‘金상추’ … 추석 한 달 앞 채소 값 뜀박질 국제신문 16면 경제

‘뿌리산업 살리기’ 팔걷은 영남 지자체 세계일보 12A면 전국

부산 관광·MICE 취업 정보 온라인플랫폼서 한눈에 본다 서울경제 23B면 전국

경·부·전 광역공동체 ‘2030 동북아 5위 경제권’ 향한다 경남도민일보 03면 기획

부산 정치

못 돌아온 유영민, 이번엔 올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안철수, 대권 수순 밟으려 고향서 출마? 부산일보 08면 정치

국회의원 가족 배지, 정치에 득일까 독일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새 인물 갈망’ 유권자 눈높이 못 맞추는 여야 부산일보 08면 정치

오거돈, 현정길 정의당 시당위원장 첫 회동 국제신문 05면 종합

日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 만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불붙은 해운대 총선 레이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10월 6일 ‘부산바다마라톤’, 1만 5000명 ‘바다를 달린다’ 부산일보 21면 스포츠

부산시립미술관장 ‘갑질’ 조사 착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8000만 개 LED 화려한 빛, 하나의 작품이 되다 국제신문 20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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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대중교통 타고 보러 오세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고 홍영철 원장 타계 3주년… ‘부산영화 100년사’ 재조명 필요 국제신문 20면 문화

표류하는 부산 독립기념관 조성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여름축제로 풍덩~ 국제신문 04면 부산

동남권

신공항
이낙연·김현미 유임…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탄력받나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항 

제2신항 

진해 건설

진해에 ‘부산항 제2신항’ … 13조5503억 쏟는다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돛 펼친 부산항 제2신항… ‘경남 진해구 조성’에 13조5500억 

투입키로
한국일보 14면 전국

진해 제2신항, 세계 3위 항만 육성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부산항 제2신항 진해에 건설 가속화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제2신항 진해 조성 정부계획으로 확정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진해 ‘부산항 제2신항’ 확정 2040년까지 13조6000억 투입 경남신문 01면 종합

경남 유치 부산항 제2신항 개발 탄력 경남일보 01면 종합

일본 

수출규제 

총력대응체

제 가동

부산시, 이번 주부터 대응체제 본격화 부산일보 04면 경제

부산시, 日규제 긴급대응체제 가동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日 수출규제 총력 대응체제 가동 경남매일 07면 지역

강서구
‘문화 불균형 해소’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강서구에 건립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강서 대저동에 들어선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기장군 기장 광산마을, 꽃이 가득한 마을로 변신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래구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 다시는 없게…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영도구 영도 20년 만에 온천 터졌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 정거장 개발 SPC 설립… 지상상가 강행 갈등 국제신문 08면 사회

8/13

부산 시정

3명 중 1명 ‘신중년’ 시대! 경험전수·재능발휘 지원 팔 걷었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마지막 한 가구까지… ‘도시가스 혜택’ 더 빨리 퍼진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공중화장실 유해가스 긴급 점검 부산일보 10면 사회

유엔참전기념탑, 욱일기를 닮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유엔군참전기념탑 ‘욱일기’ 형상 논란 … 시 “무관하다” 국제신문 05면 정치

욱일기 닮은 유엔참전기념탑, 우연인가?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물관리委 발족 감감 낙동강 물문제 갑갑 부산일보 01면 종합

‘연 2000억 적자’ 부산교통공사 보전금 한도 설정 추진 국제신문 06면 사회

자치경찰제 코앞인데… 경찰은 ‘관할분쟁’ 하세월 헤럴드경제 10면 사회

부산 경제 부산 마이스 강소기업 육성의 모든 것 부산일보 18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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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창업아이디어대회 최우수팀 ‘슬러시’ 참가 지원 부산일보 16면 경제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 부산은 ‘안도의 한숨’ 부산일보 04면 종합

분양가 상한제 부산은 빠진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블록체인특구 부산 성공시켜야 한국 디지털강국 도약” 부산일보 17면 금융

부산 중기, 對日 수입 이어 수출도 막막 부산일보 03면 경제

부산~대마도 남섬 뱃길 끊긴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여객선사 日 운항 중단… 부산~이즈하라항 뱃길 다 끊긴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외국인들 부동산 거래 돕고, 생활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부산일보 24면 인물

부산시 5년간 5060세대 일자리 4만6000개 창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신중년 활력-UP 프로젝트’… 5년간 일자리 

4만6000개 확충
한국일보 14B면 영남

‘부산 꼼장어’ 향토브랜드로 키운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홍콩서 출발하는 크루즈 유치”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정치

‘文 따라 널뛰는 吳’ 국정-시정 시민 평가 복사본 수준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외숙 인사수석 첫 시험대 조국 인사청문회 긴장감 ↑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당 부산시당 신임 사무처장 정경원씨 국제신문 05A면 정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청문회 뒤흔들까 매일경제 29면 사회

부산 문화

실험적·혁신적… 이건용 작가 50년 작품세계 국제신문 16면 문화

부산 예술인들이 전하는 진정한 광복의 의미 국제신문 16면 문화

“전국 유일 ‘광복로’ 두고 광복절 행사 왜 딴 곳에서 하나” 국제신문 08면 사회

“광복절, 부산 광복동 주변 둘러보세요” 한국일보 14B면 영남

“그 아픔,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14B면 영남

요리·화장 등 6개 무대서 ‘색다른 쇼’…구름관중 ‘환호’로 들썩 문화일보 20면 과학

부산항 

제2신항 

진해 건설

부산항 제2신항 조성사업 탄력… 2040년까지 13조6000억 

투입
국민일보 14A면 사회

부산항 제2신항, 경남 진해에 건설 확정 세계일보 13A면 전국

부산항 제2신항에 13.6兆 투입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키운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제2신항 명칭, 이번에는 경남 지역명 가능할까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산시의회 

일본 

수츌규제 

규탄

‘日 경제침략 대응’ 부산시의원들 똘똘 뭉쳤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의회, 한목소리로 日 수출규제 규탄 파이낸셜 04면 부산

‘日 전범기업 제품 불매’ 부산시 산하 기관까지 적용 국제신문 04면 경제

“日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 제정” 국제신문 07면 지역

강서구 생곡 심해공학수조 벽면 휘고 곳곳 균열… 준공 1년 연기 국제신문 06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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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미국선녀벌레 이기대공원 전역 확산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수영금지구역 물놀이 무대책… 안전 구멍 뻥 뚫린 ‘다대포’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제2 이기백 사태 없길 ‘이기백법’ 추진 본격화 부산일보 05면 종합

‘악취 진동’ 해운대 춘천 하구 퇴적물 제거 정기적 준설키로 국제신문 06면 사회

8/14

부산 시정

버스 준공영제 혁신 위해선 ‘공적 운영기구’ 절실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공적개입 필요” “고용불안”…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공방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중앙대로 확장공사 2023년 전 구간 마무리 국제신문 01면 종합

“이젠 자동차 안에서 민원서류 발급 받으세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살찐 고양이법’땐 서울 기관장 절반 연봉 ↓ 서울경제 23면 사회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기준 충족…시민지지 절실”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부산 경제

“보호무역주의 흐름 우려” 세계 무역학자들 ‘부산 선언’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항 ‘항만 연결성 지수’ 세계 3위 부산일보 18면 산업

부산항 항만연결성지수 세계 3위 경남일보 08면 경제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45곳 선정 부산일보 15면 경제

관광기업지원센터, 부산의 맛·멋·흥 알릴 스타트업 집결 국제신문 12면 경제

국비 규모 모호 이유… ‘대학 내 첨단산단’ 유치 기회 날렸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김 가공 수출제품만 20여 종 美·유럽 입맛도 사로잡았죠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 정치

해양·수산 분야, 입법활동도 성수기 부산일보 08면 정치

장관 되든 안 되든 PK 한국엔 악재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일 갈등에… 부산·후쿠오카시의회 ‘15년 우정’ 금가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韓·日 관계 악화에 ‘불똥’ 부산~대마도 뱃길 끊긴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시, 日 수출규제 지원 대책단 출범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문화

첨단로봇들의 향연 막 올랐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미래형 로봇들 부산에 모였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여름휴가 ‘日 대신 국내’ … 부산 방문 ‘껑충’ 부산일보 04면 경제

의자도 예술이다, 나무로 만든 가장 안락한 디자인 부산일보 20면 문화

광복절 ‘광복의 빛’ 밝히는 부산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문화시설 총괄 PM에 이용관 대표 선임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 문화시설 총괄 PM에 이용관 국제신문 16면 문화

‘3D 소녀상’으로 광복 의미 되새긴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범어사 “지원금 인상, 조만간 부산시 찾아가 담판” 국제신문 06면 사회

크리에이터 시대… “새로운 문화생태계 조성해야” 국제신문 18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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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뮤지엄 다’에서 유토피아가 펼쳐진다 동아일보 16D면 영남

그림들이 살아 있네~ 부산 ‘뮤지엄 다’ 개관 한겨레 20면 문화

빗속에서 비를 맞지 않았다! 한겨레 20면 문화

부산컵 국제친선 핸드볼대회 폐막 경남일보 17면 스포츠

부산시-경남 

수자원 분쟁 

종결

부산-경남 ‘먹는물 갈등’ 끝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물꼬’ 국제신문 01면 종합

물 갈등 해소 기대… 부산시 “비상 취수원 확보 방안 포함을” 국제신문 03면 종합

낙동강 물문제 힘합치는 지자체 파이낸셜 01면 종합

정부·경남·부산, 낙동강 물 관리 잰걸음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정부·낙동강 하류 지자체 수질개선 맞손 경남도민일보 07면 사회

정부·경남·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손잡다 경남매일 03면 종합

경남도-부산시-환경부 ‘낙동강 물 문제’ 손 잡았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정부·경남·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머리 맞댄다 경남일보 01면 종합

유엔군참전

기념탑

욱일기 빼닮은 유엔참전기념탑 공론화 거친다 경남매일 05면 사회

욱일기 닮은 유엔참전기념탑 부산시, 철거 또는 이전한다 경남신문 06면 사회

UN군참전기념탑에 욱일기 형상이라니…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동구 부산 첫 지역화폐 ‘동구 e바구페이’ 출시 국제신문 12면 경제

서구 ‘톤즈문화공원’ 마지막 퍼즐, 이태석 기념관 내달 준공 부산일보 02면 종합

해운대구 피서객 차량들에 점령당한 해운대구청 부산일보 10면 사회

8/15

부산 시정

‘몰카’ 잡는 청소 미화원 떴다 부산일보 08면 사회

“대저대교 환경평가서 날조”… 환경단체, 오거돈 시장 고발 부산일보 08면 사회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사업 시민단체 빠진 ‘끝장토론’ 안 돼” 부산일보 08면 사회

1급 국가 보안시설 ‘고리 원전’ 드론에 이틀 연속 뚫렸다 부산일보 08면 사회

교육부 충원율 압박 사실상 지방大 핍박 부산일보 01면 종합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대 “공정경쟁 자체 어려워”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시, 10월부터 물연구원 설립 현안 연구 시작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건축주택국장 결국 재공모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의회 해외출장 심사위, 복지환경위 英방문 승인 국제신문 05면 종합

시·대학·지역사회 상생 방안은 국제신문 08면 사회

산재사고 두 달 넘게 신고 안 한 부산교통공사 국제신문 09면 사회

낙동강 수질관리 상생 협력 경남·부산·환경부 ‘업무협약’ 세계일보 12면 전국

부산 경제 市·화장품기업 손잡고 지역 청년 일자리 조성 부산일보 10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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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용역사 직원 226명 부산 교통공사, 직접 고용 부산일보 08면 사회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부산 고용률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7월 기준 2030 취업자 역대 최다 폭 증가… 40대는 ↓ 국제신문 10면 경제

부산 아파트 매매가 추락 끝이 안보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정치

한국당, 친박색 ‘살짝’ 빼나 부산일보 06면 정치

PK 한국당 의원들, 조국 인사청문회 공격수로 나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대표 비서실장 김도읍·수석 대변인 김명연 국제신문 05면 종합

아베 ‘민간교류 지속’ 뜻 밝혀 對韓 강경책 수위조절 촉각 동아일보 06면 종합

“아베, 국제사회 상대 거짓말…한·일 시민, 진실의 여론전 

펴야”
한겨레 03면 종합

부산 문화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조직위, 시와 탁구협 공동 구성 부산일보 18면 스포츠

“일본 여행 NO… 가을에도 부산 오이소” 부산시, 불꽃축제 

홍보
부산일보 10면 경제

바닷 속 잠들어 있던 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부산일보 13면 문화

부산영어방송 창사 10주년 특집 다큐 ‘반쪽의 유산’ 부산일보 13면 문화

“열린 광고제로 차별화… 출품작 3년 연속 2만 편 넘어” 국제신문 22면 인물

아시아 최대 ‘부산국제광고제’ 22일 팡파르 한국일보 16면 영남

“로봇 컬링 재밌어요” 한국일보 16면 영남

낮 12시 용두산공원 ‘시민의 종’ 33번 울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관광 퀴즈 참여하고, VR 관광명소 체험도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74주년 

광복절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시민 염원 모으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오를 인정하라” 부산일보 02면 사회

“일본 사죄하라”… 1400번째 수요집회, 12개국 동시 진행 국제신문 02면 종합

4수 끝에 독립유공자 표창, 더 일찍 못 드려 죄송합니다 부산일보 02면 사회

항일 운동의 聖地 부산, 역사의 순간 기릴 곳 없는 禁地 되다 부산일보 03면 사회

“3·1운동 100주년, 올해가 독립기념관 추진 골든타임” 부산일보 03면 사회

7,820,000명, 기억을 기억하다 부산일보 16면 문화

일제 잔재·유산 많은 부산… 옥석 가려 ‘청산·보존’ 나서야 국제신문 03면 사회

광복절에 완간된 독립운동가 5인 전집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속도’ 부산일보 01면 종합

균도네 소송

4년 만에 뒤집힌 ‘균도네 소송’…“한수원 배상책임 없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감상샘암·원전 인과관계 입증 안 돼”…‘균도네 소송’ 항소심 

패소
국제신문 01면 종합

요구한 피해입증 원고 측이 못하자… 법원 “한수원 책임 없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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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소규모 싱크홀은 관리 안 하겠다는 북구 국제신문 08면 사회

8/16

부산 시정

‘민간공모·주민 참여’ 공공건축물 부산서 ‘첫 삽’ 부산일보 10면 사회

가마솥무더위 올해는 ‘쿨링 포그’로 잡는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국제여객터미널 앞 더 깨끗해진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고리원전 보안 뚫은 드론 정체 확인 않고 수색 중단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민 심폐소생술 시행률 전국 평균 이하, 교육 확대해야” 부산일보 27면 인물

철거촌 길냥이 구조 대작전, 민관 손잡았다 국제신문 18면 문화

시청앞 행복주택 님비에 ‘반쪽’ 1단지 692→ 88 가구로 축소 국제신문 01면 종합

통행로까지 점령… 항공여객 ‘얌체 주차’에 삼락공원 몸살 국제신문 06면 사회

사라질 위기 공원부지 44% 되살린다 동아일보 B05면 부동산

지반침하 10건중 4건, 노후 하수관 탓 동아일보 12면 사회

“낙동강 수질개선… 안전한 물 공급 최선” 아시아투데이 23면 지역

부산 ‘드라이브스루 민원센터’ 차에 탄채 민원접수 가능해져 매일경제 28A면 영남

부산 오페라하우스·아트센터 건립 속도낸다 매일경제 28A면 영남

저출산 해결 손내민 종교계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공공형 어린이집 올해 28곳 늘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경제

4차산업혁명 기술로 부산항 ‘업그레이드’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항 ‘스마트 물류’로 효율성 높인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제 내년 도입 경남일보 08면 경제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개강 부산일보 28면 인물

日복합리조트 열리면, 강원랜드 고객 연간 67만 명 이탈 전망 부산일보 04면 종합

“日 노선 줄었는데 중국까지…” 항공업계 날벼락 부산일보 17면 경제

중국 “두 달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불가”… 국내 LCC 날벼락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관광박람회서 지역알리기 구슬땀 국제신문 12면 경제

벡스코 자회사 내달 출범… 일부 직원들 ‘직접 고용’ 촉구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이 다시 살아난다’ 고용률 6개월 연속 상승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교통공사 안전 용역직 226명 직접 고용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정치

오거돈 “아베, 분열 정치 시도 실패할 것” 부산일보 06면 정치

아베규탄 시민행동 “日 영사관 인근을 항일거리로 선포하자” 부산일보 05면 종합

총선마다 초접전 북·강서을 내년에는 ‘文 - 黃’ 대리전 부산일보 08면 정치

“사모펀드·위장매매…” 가시밭길 앞 조국 부산일보 08면 정치

독립기념관 외국인 방문객 1%도 안 된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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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향해” 정부 당직 인사 속속 컴백… 달아오르는 부산진을 국제신문 05면 종합

조국, 74억 사모펀드 출자약정 논란… “합법적 투자” 해명 국제신문 05면 종합

‘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이곳에선 빗속을 걸어도 젖지 않아요 부산일보 23면 문화

“폭우 쏟아지는데 젖지 않는 기적? 관람객이 기계에 통제 

당하는거죠”
매일경제 31면 문화

비석문화마을 ‘일본인 비석’ 전수조사 한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대한독립 만세”… 부울경 곳곳 광복절 경축 물결 국제신문 04면 사회

전국 곳곳서 “항일 기억하고 극일 역사 쓰자” 한겨레 05면 사회

“싱가포르 전통의 맛 부산에 알려 뿌듯” 국제신문 22면 인물

한국 미술계, 외국인 예술감독 ‘일자리 창출의 장’ 됐나 국민일보 17면 방송

막바지 여름… 문화관광 콘텐츠가 풍성한 부산으로 오세요 동아일보 18D면 영남

세계적 화제작 ‘레인 룸’… 미술 불모지 부산 흠뻑 적시다 동아일보 22면 문화

예술무대 변신한 부산 깡깡이마을 한국경제 26A면 지역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조직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경남매일 11면 스포츠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준비 잰걸음 경남매일 17면 스포츠

한·아세안 

정상회담

정상회의 때 김정은 부산 와야 하는데… 부산시·정부 

‘노심초사’
부산일보 03면 국방

부산시, 오늘 D-100 기념행사 개최 부산일보 03면 국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00 …오늘 기념행사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다짐 경남일보 06면 지역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TK 합류하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래구 동래사직단 복원 사업두고 부산시·구 ‘황당 행정’ 국제신문 06면 사회

수영구 ‘수영 화장실 유해가스’ 손해배상 난망 국제신문 06면 사회

해운대구 해리단길 새마을금고 임대 장사에 일부 상인 반발 국제신문 08면 사회

8/17 1급 보안시설 고리原電, 이틀 연속 드론에 뚫렸다 조선일보 11면 사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00 성공기원 행사 한국일보 21면 인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00 매일경제 25면 인물

‘개고기 퇴출’ 움직임 늘어나… 정치권 현실적 논의로 발전하길 한국일보 11면 기획

8/19

부산 시정

‘세밀하지 못한’ 부산시 미세먼지 해결책 부산일보 01면 종합

원전 ‘드론 불감증’ 4년간 5번 뚫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피서 왔다가 짜증만 난다” 부산 해수욕장 주차 ‘몸살’ 부산일보 02면 종합

경자청 ‘아마추어 행정’이 자초한 외국인학교 설립 ‘잡음’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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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원동역 건립 82억 배정 내년 3월 개통… 비용절감 병행 국제신문 01면 종합

민간공원 특례, 고도제한이 발목잡나 국제신문 09면 사회

낙동강 교각 밑 곳곳에 건설폐기물… 구난대원 생명 위협 국제신문 06면 종합

막바지 피서객 몰려… 해운대 50만 인파 국제신문 18A면 사회

부산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재공모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소비자피해 주의보 투자자문 과장광고 급증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 경제

‘日 자본재 수입 감소’ 국내 설비투자 둔화 우려 부산일보 05면 종합

아파트 분양가 부산만 하락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개인 진입장벽 낮춰 파생상품 활성화할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집값’에 무릎 꿇은 청년주거대책 경향신문 02면 종합

4차 산업혁명 ‘한·일戰’ 수학에 달렸다 한국경제 01면 종합

지하철역 공기정화부터 반도체 데이터 복구까지 수학이 해결 한국경제 05면 기획

“데이터·목표 있다면 수학으로 해결 못할 것 없다” 한국경제 05면 기획

BPA,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업체 공모 한국경제 16면 경제

부산항만공사, AEO 공인획득 참여업체 공모 경남일보 12면 인물

일본行 반토막… 김해공항 취항 항공사 손실 눈덩이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부산 한국당 ‘입양’ 이슈화, 따뜻한 보수 ‘입양’ 부산일보 08면 정치

“이대로 승리하기 힘들다” 내년 PK 총선 대대적 ‘물갈이’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민 주말 400여 명 모여 ‘아베 규탄’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시민단체, 일본영사관 인근 ‘항일거리’ 선포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 민주당도 일본규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제신문 04면 종합

‘조국 효과’ 노리던 PK 민주당 도덕성 잇단 의혹에 신중 기류 국제신문 05면 종합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
한국일보 01면 종합/ 

03면 사회

조국 딸 유급에도 장학금… 野 “정유라 사건 再版” 문화일보 03면 종합

부산 문화

‘세계 톱 클래스’ 부산국제광고제에 유명 크리에이터 온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부산국제광고제 22일 팡파르 국제신문 20면 문화

“편견의 눈초리 대신 응원의 눈길을 보내 주세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티켓 판매 부산일보 04면 종합

원아페 K-POP 콘서트 내일부터 1차 티켓 예매 국제신문 20면 묺롸

부산시·관광공사, 원아시아페스티벌 사회공헌 캠페인 경남매일 13면 인물

빗속을 걸어도 젖지 않아… 마법 같은 공간 ‘레인룸’ 부산 상륙 국제신문 20면 문화

비가 내리자… 나만의 사색이 시작됐다 한국일보 22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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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후보… 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선발경연 시작 국제신문 21면 문화

3회 맞은 부산퀴어축제 개최 불발 국제신문 09면 사회

세계청소년야구대회 대표팀 출정식… 홍보대사에 이승엽 위촉 동아일보 16C면 영남

부산시·관광공사 “피란수도였던 부산을 소개합니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레인 룸’ 아이디어, 5초만에 탄생…실현엔 4년” 헤럴드경제 24면 라이프

한·아세안 

정상회담

11월 세계의 눈 부산에 몰린다, ‘역대급’ 사절단이 몰려온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韓, 11월 아세안과 日 경제보복 논의… 신남방정책도 가속 국제신문 03면 국제

11월 25~26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올까 국민일보 06면 종합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참석할까 서울신문 06면 국방

靑 “11월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조선일보 05면 국방

靑 “김정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 한국일보 06면 정치

한·아세안정상회의 D-100 日경제보복 이슈화 ‘주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부산 개최 내일신문 02면 정치

부산시 

2차추경

부산시 2차추경 3108억원 편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日 수출규제 등 대응… 2차 추경 3108억 편성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2차 추경 3108억원 편성 경남일보 07면 지역

남구
용호만매립지 마지막 ‘노른자위 땅’, 언제쯤 착공할까 부산일보 04면 종합

제13회 세계해양포럼(WOF) 희망 담은 공식포스터 공개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금정구 침례병원 경매가 반 토막… 공공병원화 난항 국제신문 06면 종합

연제구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공유경제! 부산일보 04면 종합

수영구 8년째 겉도는 광안리 ‘크루즈 호텔’ 사업 국제신문 08면 사회

8/20

부산 시정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부산 이용자 月 1만 원 아꼈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울산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IMO 규제 앞둔 부산항, 대기질관리구역도 지정… 선사 비상 국제신문 03면 종합

‘혼밥’ 아이 걱정 된다면? 부산 첫 ‘어린이식당’ 오픈 부산일보 11면 사회

‘고리 원전’ 비행 드론 추가 적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내년 인구 수도권 > 비수도권… 블랙홀 수도권에 지방소멸 

가속화
부산일보 04면 사회

건설업체, 고사 지내면서 소금 뿌려 가로수 성장 막아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자체 주관 축제 ‘위법·부당’ 25건 적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축제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25건 적발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전마산복선철 배차간격 확 줄여야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청년 주거난 해소 위해 행복주택 1만가구 확대 공급 국민일보 17B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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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가스 요금 2년 연속 동결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형 푸드플랜’ 만든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경제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속도 더 낼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오시리아단지 ‘완판’ 임박… 잔여부지 투자자 속속 등장 국제신문 02면 종합

웅동 배후단지 입주할 신규업체 내달말 모집 국제신문 15면 산업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 도로선 2년 뒤 자율주행·공유차량 씽씽 중앙일보 B05면 경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논의한다 한겨레 22면 금융

“암호화폐 발행, 스타트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적합” 한겨레 22면 금융

친환경 재제조 산업 부산서 집중 육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지자체 ‘마이스 생태계’ 육성에 팔걷었다 아주경제 12면 기업

부산시-생기원 ‘친환경 재제조산업 육성포럼’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원전에 뜬 드론 격추 가능토록 전파관리법 개정해야” 부산일보 01면 종합

‘조국 효과’ 노린 PK 민주 ‘조국 리스크’ 움찔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민심 안중에 없는 황교안 부산일보 08면 정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해법 부산일보 04면 사회

“아베 경제도발 대응, 日 시민사회와 연대를”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울·경, 日규제·미세먼지 대응 추경 편성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울산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편성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한목소리 경남신문 04면 종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실현의 시작” 내일신문 06면 자치

부산 문화

‘바닷속 타임캡슐’과 함께한 40년 업적 부산일보 22면 문화

5가지 테마로 만나는 ‘피란수도 부산’ 부산일보 18면 교통

BIFF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배종옥·정재영 부산일보 22면 문화

BIFF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에 배종옥·정재영 한국일보 28면 인물

11개국 코미디 고수들 출동… 열흘간 쉴 새 없이 웃음폭탄 

투척
국제신문 18면 문화

오페라는 장벽 높은 공연? 얼마든지 대중적일 수 있다 국제신문 19면 문화

대구서도 열린 퀴어축제 부산에선 왜 취소됐나 한겨레 12면 전국

아시아 최대 ‘부산국제광고제’ 22일 개막…60개국 2만여편 

출품
문화일보 13면 전국

조국 논란

딸 ‘장학금 특혜’로 번진 조국 의혹 부산일보 01면 종합

두 번 낙제에도 장학금 ‘실세 부모’ 의식한 도 넘은 호의 부산일보 03면 사회

이번엔 ‘딸 황제 장학금’ 의혹… 청문회 정국 ‘조국 블랙홀’ 국제신문 05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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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 ‘황제 장학금’ 특혜 논란 국민일보 02면 정치

조국 딸, 2차례 낙제에도 장학금 지도교수는 부산의료원장 

임명
서울신문 04면 정치

특목고 비판하더니 딸 외고 졸업… 의전원선 유급에도 장학금 세계일보 04면 정치

성적 우수 학생에게 주던 장학금 ‘낙제’ 조국 딸에만 3년 연속 

줬다
조선일보 01면 종합

딸은 수상한 장학금, 지도교수는 영전… 野 “정유라 사건 

닮은꼴”
조선일보 03면 정치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 한 번, 두 번 유급 조국 딸은 여섯 번 중앙일보 04면 정치

조국 전 제수 “위장이혼·위장소송 아니다”…야, 추가 의혹 공세 한겨레 06면 정치

③ 증여한 우성빌라 세금은 ④ 딸 3년간 장학금 공정했나 한국일보 03면 사회

부산대도 파문 한복판에 매일경제 06면 정치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신공항 재검증 시동 내일 판정위원회 구성 설명회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공항 야간 비행 금지 시간 축소 안 돼” 부산일보 12면 부산

김해 3개단체 “김해공항 야간 운항금지 완화 반대”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돌입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김해공항 야간운항 연장 검토에 “웬말”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재검증 정치적 적용 안 된다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공항 야간 운항 통제시간 완화 ‘반대’ 경남매일 05면 사회

김해신공항 재검증 계획 21일 발표한다 경남신문 02면 종합

김해공항 ‘커퓨타임’ 완화 논란 경남신문 01면 종합

“김해공항 커퓨타임 완화 절대 안 돼” 경남일보 02면 종합

강서구 “인구 6만 신도시 안 소각장, 말이 되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금정구 침례병원 4차 경매 기일 또 연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기장군
민·관 힘 합쳐 “주차장 인명사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
부산일보 05면 종합

북구 구포역 일원 침체상권, ‘대박식당’으로 살린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수영구 공청회 열고도 …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 개발 또 원점 국제신문 06면 사회

해운대구 항만시설 건물서 호텔형태 숙박업 ‘꼼수’ 국제신문 08면 사회

8/21

부산 시정

미세먼지 잡는 ‘무공해 수소버스’ 부산 시내 달린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市 수소차 확대 159대 추가 접수 부산일보 02면 종합

20년 넘은 부산 노후 하수관, 네 속이 궁금해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한 살배기의 처연한 울음 부산일보 08면 종합

고리원전 ‘드론’ 수색 손 놓은 사이 또 떴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폭탄 단 드론 원전 상공 날아도 탐지·추적 안 된다 부산일보 03면 기획



시정 이모저모

341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개조한 드론, 폭발물 싣고 시속 100㎞ 이상 비행 가능” 부산일보 03면 기획

부산 16개 구·군, 복지직 부서장 없는 복지 부서 ‘수두룩’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나선다 국제신문 17면 노동

“부산 아시아드CC 공짜골프 철저수사”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경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지원 부산일보 16면 기업

“해양수도정책연구원 설립하자”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한국해양산업협회·부산시 해양해설사 심화과정 모집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게임엔진사 ‘유니티코리아’ 부산서 VR·AR광고 뽐낸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꽉 막힌 한일어업협상… 애타는 어민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국 컨테이너 항만 생산성 지난해 세계 3→5위로 하락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생산성 하락 내일신문 15면 산업

의료용 인공뼈·콜라겐 상용화 수출 맞춤형 개발로 고속성장 국제신문 14면 기업

부산항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운송시스템 연내 구축 동아일보 18D면 영남

부산 청년 신사업 56개 추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수소차 159대 대당 3450만 지원 26일부터 신청받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늘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청년일자리 313개 제공한다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시, 맞춤형 청년 일자리 확대에 박차 경남일보 06면 지역

세계 1위 스테인리스 철강회사, 부산에 공장 세우나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정치

민주당 PK 공천 ‘숨은 실세’는 누구?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시의회, 허남식·서병수 소환키로 부산일보 05면 정치

시의회 도시개발특위 허남식·서병수 부른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지역 관계기관들도 ‘日 수출규제’ 본격 대응한다 동아일보 18D면 영남

극에 달한 수도권 쏠림 내달 인구 첫 50% 돌파 한겨레 01면 종합

균형발전 정책 ‘실종’…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 한겨레 10면 사회

조국 딸 지도교수 ‘부산대병원장 내정’ 소문까지 돌았다 한국일보 04면 사회

부산의료원장,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의혹 반박 경남신문 03면 정치

“교수 20여명이 유급 결정… 조국 딸, 적성 안 맞아 힘들어해” 문화일보 02면 정치

욕설·막말 … 지방의회 추태 여전 매일경제 30면 전국

부산 문화

부산시미술관장 “아트숍 갑질 근거 없어”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립미술관장 “갑질 없었다” vs 미협 “퇴진운동 계속” 부산일보 18면 문화

내일부터 벡스코서 ‘부산국제광고제’ 서울신문 31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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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의 모든 것 나눌 ‘비디오 스타즈’ 섹션 기대 파이낸셜 02면 종합

막강 라인업 ‘부코페’ 쉴 틈없는 웃음 장전 헤럴드경제 25면 라이프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오늘 재검증 설명회 김해신공항 갈등 다시 불붙나 서울경제 27면 전국

김해신공항 재검증 일정 나오나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총리실, 김해신공항 계획 오늘 재검증 계획 설명회 경남일보 02면 종합

강서구

부산교도소 나간 부지 일대 ‘강동·대저신도시’ 조성 부산일보 06면 종합

교도소 이전지 포함 273만㎡ 강동·대저신도시 조성 본격화 국제신문 01면 종합

명지신도시·에코델타시티와 연결… 강서구민 반발 최소화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강동·대저 ‘대규모 신도시’ 재추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서부산권 본격 개발 구치소 부지에 신도시 조성 문화일보 14면 전국

금정구 분명 배드민턴장인데, 삼겹살 굽는 냄새 솔솔?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7년 기다린 사업 무산 몰랐던 주민들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이름값 못하는 다대포, 市가 나서 확 바꾼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8/22

부산 시정

청년층 대거 입성 시의회 출산휴가 규정 마련한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항만 미세먼지’ 잡을 생각 없는 부산시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 A형간염 재난기금 1억 편성 국제신문 06면 사회

“광안대교를 ‘하버 브리지’처럼 만들자” 국제신문 05면 종합

‘전화 폭탄 시스템’ 부산시 도입 늦어지자 구·군 자체 구축 검토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정, 황 과장이 시원~하게 알려 드립니다” 서울신문 27면 인물

부ᆞ울ᆞ경 미세먼지 대응 추경예산 낙동강유역환경청, 628억원 

확정
경남매일 02면 종합

낙동강청, 미세먼지 추경 경남에 244억 배정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달걀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본격 시행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0배로 확충” 문화일보 13면 전국

부마항쟁과 5.18기념재단 연대 강화 내일신문 20면 기획

부산 경제

“지역 경제 위해 르노삼성차 탑시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등 3대 지표 ‘모두 감소’ 17개 시·도 중 

부산뿐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업체 제품 사주기’ 민관 힘 모은다 국제신문 10면 경제

균형발전 정책 발굴할 전국 첫 네트워크 부산서 닻 올려 국제신문 10면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노사 1년 만에 임단협 타결 국제신문 10면 경제

한~일 뱃길 손님 급감에 부산항 면세점 최대 위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7월 일본여행 한국인 올해 최저 한-일 여객선 승객도 ‘반토막’ 한겨레 04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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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망 스타트업 6개사에 자금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르노삼성 부산공장 살리기 발벗고 나선 부산시 서울경제 32C면 전국

“부산 시민들, 르노삼성차 탑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르노삼성 돕기 나서 지역제품 애용 공동선언식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시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업 인기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불황에 녹 슨 철강업, 戰線마다 ‘헤쳐모여’ 서울경제 13면 산업

부·울·경 상장사 순이익 38% 뚝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일본 항로 여객 50% 격감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부산 정치

靑 부속비서관, 부산 출신 신지연·최상영 부산일보 06면 정치

김도읍 의원 “부산시, 구치소 이전 일방 강행” 부산일보 10면 사회

“원전에 뜬 드론, 격추할 장비 없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잇단 허점 노출에도 “완벽 장비 찾을 때까지 도입 보류” 부산일보 03면 기획

“비행 드론 전파 교란 ‘재밍’ 현실적 대안 불구 관련법 개정 

필요”
부산일보 03면 기획

여야, 내년 총선 부산 최대 승부처 북강서을 화력 집중 국제신문 05면 종합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 만났다 한국일보 01면 종합

‘조국 딸 장학금’ 교수, 올초 부산대병원장 내정설 파다 매일경제 06면 경제

부산 문화 7살 된 부산코미디페스티벌 열흘간 부산 웃음 모조리 접수! 부산일보 18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김해신공항 재검증”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재검증 불안한 출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울경, 검증단 구성 제척 의견 가능 리더스경제 03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중립·객관 검증” 국제신문 01면 종합

총리실 “신공항 검증위 중립 지킬 것”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①장애물 충돌 위험은? ②소음피해 확대? 축소? 경남도민일보 03면 기획

김해신공항 중립적 검증기구 구성한다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재검증위 ‘4개 분과 20여명’ 꾸린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연내 구성될 듯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골목상권 

지원사업

부산, 스토리·에너지 넘치는 골목 만든다 한국일보 13C면 부산

부산시, 우리동네 3色 특화거리 조성… 골목상권 살린다 아주경제 25면 사회

숨은 이야기 찾아내 브랜드로… 부산 골목상권 되살린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동래구 온천거리박물관 조성 탄력 받을까 부산일보 08면 종합

사하구 낚시꾼 안전에 뻥 뚫린 감천항 동방파제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구 日 전범기업 수의계약 대상 배제 부산일보 08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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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혜택·규제 뒤엉켜… 해운대 해양레저시설 활성화 먼길 국제신문 02면 종합

8/23

부산 시정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정체구간서 했으면 더 효과적” 부산일보 11면 사회

원전 사고 나도 부산시장 대피 명령 못 내린다면? “조례로 

바꾸자”
부산일보 03A면 기획

“상위 법령에 눌려 지방 자치권 ‘흔들’ … 조례 자유 입법 

활발해져야”
부산일보 03A면 기획

“ 시 내 버 스  업 계  투 명 성  강 화 해  신 뢰 받 는  준 공 영 제 로 

혁신해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경찰 ‘보조금 횡령·부정 채용’ 버스 업체 4곳 수사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3개 버스업체 무더기 비리 포착 경남신문 05면 사회

외국인 주민 지원 다문화가정 쏠림 과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옥상 물탱크 없는 부산’ 주민 수요 넘치는데 예산 ‘싹뚝’ 국제신문 08면 사회

‘실효성 의문 사업’ 예산 한 푼 없이 구·군에 떠넘긴 환경부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용후핵연료 정책 ‘광역단체 패싱’에 부산시 반발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80억 들여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 시작 파이낸셜 02면 경제

부·울·경 미세먼지 대응 628억 확보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울·전남, 원전 정책 참여 공동 대응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에 문연 도심형 수소충전소 현대차 수소차 대중화 

가속페달
헤럴드경제 13면 경제

부산 경제

부산 ‘의료관광 10년’ 亞 대표 발돋움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창업기업 우수 제품 사용하세요” 부산일보 17면 경제

先체험, 後구매 전략 통했다… 부산지역 창업기업 웃음꽃 파이낸셜 04면 부산

市, 해운대구 등 3곳 조정대상 해제 건의 ‘딜레마’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공동어시장 노사 갈등 1년 만에 봉합 부산일보 17면 경제

“북항,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원우들, 해양수산 발전 큰 밑거름 확신” 부산일보 27면 인물

부산시, 지역 연구자 숨은 성과 발굴해 지원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항만공사, 中 샤먼항과 MOU 국제신문 16면 산업

부산디자인센터→진흥원 개명… 운신의 폭 넓힌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부산 해수욕장서 내일 개막 문화일보 14면 전국

한국예탁결제원, 프리-크라우드펀딩 데이 개최 내일신문 12면 금융

부산 정치

이해찬 “공공기관 이전 차분히 준비” 부산일보 06면 정치

이 와중에… 이해찬, 지자체 ‘총선용 예산’ 선물 조선일보 10면 종합

진보·2030… 전통적 文 지지층, 이탈 가속된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귀국… 총선 채비 본격화하나 경남신문 04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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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오늘 개막 경남매일 11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국토부 ‘수상한’ 커퓨타임 논의 24시간 관문공항 무력화 

노리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재검증 자료, 아직 총리실에 이관도 안 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총리실서 가덕도 재추진 논의 없었다 경남매일 01면 종합

에너지의 날

“동·서부산에 해상풍력 확대” 부산일보 01면 종합

‘원전도시’ 오명 벗고 30년 뒤 전체 전력 절반 신재생에너지로 부산일보 14면 종합

해양에너지 등 개발… 부산 2050년 전력자립률 50% 목표 국제신문 14면 특집

“부산을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힘 보태는 시민들 국제신문 14면 특집

부산 신재생에너지 2030년 20% 자립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에너지 자립도시 속도 한국경제 29A면 지역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 발표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국제

광고제

부산국제광고제 개막식 부산일보 11면 사회

2019 부산국제광고제 부산일보 08면 사회

‘亞최대 광고축제’ 부산국제광고제 개막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광고제에도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열풍 서울신문 23면 경제

부산국제광고제, ‘1인 미디어’ 조명… 체험존 마련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조국 논란

민주당 PK 정치권도 ‘딜레마’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부산시당, 조국 후보 즉각 사퇴 촉구 국제신문 04면 정치

단국대, ‘조국 딸 논문 1저자’ 조사위 구성 경향신문 05면 정치

曺 ‘적법’ 주장했지만… “딸 장학금 의혹 포괄적 뇌물죄 가능” 세계일보 04면 정치

대한의학회 “논문 제1저자 자격 의심” 매일경제 01면 종합

“조국 딸 학업포기 막기위해 장학금 줬다” 매일경제 06면 정치

남구 진척 없는 ‘주피터 프로젝트’ 대책에 주민들 빗속 ‘분노의 촛불’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얌체 주차’ 근절 칼 빼들었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8/24 파일 없음

8/26

부산 시정

부산 전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빵빵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오늘부터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경향신문 14면 전국

원전 해체계획서 의견 수렴, 각 지자체가 직접 한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터키·태국도 있는데… 16개 6·25 참전국을 ‘정의의 십자군’? 부산일보 11면 사회

5차 아베규탄 부산 궐기대회 500여 명 모여 서면 행진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광역단위 최초 2회 연속 ‘국제안전도시’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올해도 ‘국제안전도시’ 공인 파이낸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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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 정보 등록 ‘원 클릭’ 간편화 국제신문 06면 사회

온천5호교, 왕복 10차로로 재가설 국제신문 087면 사회

‘우키시마호 폭침’ 희생자 합동위령제 국제신문 09면 사회

“하천관리 예산 증액은커녕 또 줄이나” 국제신문 08면 사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위법성 논란… 극단적 선택까지 불렀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공공기관 보수 상한 제한’ 전국 첫 시행 문화일보 12면 전국

부산 경제

e스포츠정상회의 D-3… “부산을 세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국제신문 16면 경제

국제크루즈터미널 대책없이 놀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해외갈땐 부산에서” 국민일보 L01면 경제

부산 정치

부·울·경 세종사무소 ‘한 지붕 시대’ 열렸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민주 불안’ ‘한국 화색’ PK 총선 기류 대역전 부산일보 08면 정치

전직 부울경 시도지사들 국회 ‘무대 복귀’ 잰걸음 부산일보 08면 정치

안 풀리는 靑 PK라인, 입지 더 위축 부산일보 08면 정치

“2021년엔 국세·지방세 ‘7대 3 재정분권’ 이끌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 문화

부산국제광고제 공익부문 그랑프리에 UAE 임팩트 비비디오 

‘블랭크 에디션’
서울신문 27면 인물

세상을 움직이는 ‘광고의 힘’, 부산서 확인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선배가 판 깔아주고 삥 안 뜯으면 후배들이 따라” 문화일보 21면 문화

도심형 수소

충전소 개소

부산 첫 도심형 수소충전소 개소, 명실상부 ‘수소 도시’ 우뚝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수소충전소 구축 박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두 번째 수소충전소 준공 경남일보 07면 지역

오거돈 시장 

유럽 순방

유럽 찾은 오거돈 시장 부산 미래 산업 세일즈 매일경제 30면 전국

오거돈 부산시장 유럽 3개도시 순방 서울경제 31A면 전국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체고 방문 격려 경남일보 12면 인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국제·공원 기능 강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동쪽은 공동주택 서쪽은 업무시설… 대규모 공원 품은 

생태도시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2단계 부지도 아파트·단독주택용지 청약열기 ‘후끈’ 전망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기장군 기장 주민 16만명에 ‘자전거 보험’ 국민일보 16A면 사회

사상구 사상 부산구치소 부지 혁신마을로 개발 추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사하구 ‘고층 아파트 재개발’ 암초 만난 사하구 ‘동매마을’ 도시재생 부산일보 10면 사회

8/27
부산 시정

“장시간 대기 장애인 짜증 유발” ‘두리발’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경륜 수익금,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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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서둘러 주세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비정규직 양산하는 준공영제’ 광고 달고 달리는 버스들, 

괜찮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고도 억울한데”… ‘포트홀’ 피해 배상마저 ‘하늘의 별 따기’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낙동강변, 생태교란식물에 ‘질식’… 축구장 11개 면적 

뒤덮어
부산일보 10면 사회

승학터널 민자사업에 업체들 눈독… 제안서 기한도 미뤄 국제신문 12면 경제

‘표와 돈’ 은밀한 거래… 정경유착이 부산 난개발 불렀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곧 가을인데… 열섬방지 나무 식재 ‘뒷북 폭염대책’ 국제신문 06면 사회

시, 대저대교 환경평가 부실 주장 반박 국제신문 08면 사회

녹조 뒤덮은 낙동강… 텅빈 수상레포츠타운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경남일보 07면 지역

“성적 만족” 부산시의회 화장실 알몸배회한 男 문화일보 26면 문화

부산 경제

부산형 공유경제 정책 수립 첫발 뗐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수출물량 줄어든 르노삼성차 결국 ‘생산 축소’ 부산일보 08면 종합

르노車 생산 절벽 감원 칼바람 예고 부산일보 01면 종합

“청년 탈부산 막으려면 中企 환경 바뀌어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버스와 지하철 도착시간 알려주는 IT 기술에 놀랐어요” 부산일보 24면 인물

“부산 고부가 수산물 유통 구조로 바꿔야” 국제신문 15면 사업

부산에 가을 ‘채용바람’ 분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日 수출규제 본격화 예정… 부산시 “정보제공 강화”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서울서 열리는 금융사 채용박람회 화상으로 면접봅니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채용박람회 화상 면접관 운영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 정치

“지방 이전 대상 210개” 수도권 공공기관 공개 부산일보 01면 종합

“공공기관 210개+출자 기업 279개 오면 지역 성장 시너지” 부산일보 03면 정치

“기보 투자·출자 17개 등 부산 이전땐 지역경제 도약 발판될 

것”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의회, 백점 만점에 ‘54점’ … 출석률만 높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조 후보자 사과 요구하던 김해영, 침묵 왜?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시의원 의정평가 1위 이성숙·2위 김문기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30일 부산서 정권규탄 장외집회 국제신문 04면 사회

“부산의료원장 추천위원 친여 인사로 구성” 동아일보 04면 정치

檢, ‘조국 의혹’ 웅동학원·5개大 등 전방위 압수수색 문화일보 01면 종합

출근 안한 조국… 거취 심사숙고 들어갔나 문화일보 0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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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부산을 사랑한 101가지 이유 부산일보 18면 교통

부산 시민이 뽑은 101가지 놀거리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6분 만에 매진… 내달 2차 라인업 공개 부산일보 18면 교통

부산박물관에서 가족인형극 보세요 부산일보 22면 문화

전문가·일반인 경계 잊은, 열정 넘치던 배움의 장 부산일보 22면 문화

“올 바다미술제는 시민참여형 전시로 함께 즐기는 축제” 국제신문 24면 인물

하하호호… 코미디의 바다에 빠진 부산 국민일보 24면 문화

살찐고양이

법

부산시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 올해 1억 4659만 원 못 넘는다 부산일보 03면 정치

부산 공공기관장 연봉 최저임금 7배로 제한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살찐고양이법’ 급여 상한 기준 정했다 경향신문 12면 사회

부산 공기업 임원 보수, 최저임금에 비례해 받는다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 공공기관 연봉 낮춘다… 살찐 고양이법 가동 아시아투데이 23면 지역

부산시, 전국 첫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마련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공공기관 연봉상한 조정… 조례 후속 조치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공공기관 임원 연봉상한액 조정 서울경제 32B면 전국

공공기관 임원임금 상한제 이달 시행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공공기관 연봉상한 조정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낮춘다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신공항, 국토부 넘었더니 총리실 ‘절벽’ 내일신문 04면 정치

8/28

부산 시정

‘로드 트랙터 미세먼지 잡자’ LNG 연료 차량 시범 운행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경로당 보조금 유용 막으려면, 회계공유시스템 도입하자”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관광공사 ‘호칭 파괴’ 직위 명칭 ‘매니저’로 통일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저수장 미량 유해물질 제거 못 한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 직 무 태 만 ’  교 장  사 퇴 …  지 휘 자  금 난 새  씨 가  ‘ 부 산 의 

얼굴’이라니
부산일보 10면 사회

고임목 받침 없이 경사지 주정차 ‘수두룩’… 차량 ‘밀림’ 사고 

빈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옛 연안여객터미널 10월 개방 부산역 보행덱 내냔 말 개통” 부산일보 08면 종합

지자체 물분쟁 해소 4대강 보 해체 논의 국가 물관리委 출범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의회 내달 6일까지 임시회… 추경 등 심사 국제신문 05면 종합

도시철도 승강기서 추락 70대 장애인 끝내 숨져 국제신문 06면 사회

헬싱키 간 오거돈 시장 ‘동남권 관문공항’ 협력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장, 헬싱키서 도시외교 활동 경남매일 07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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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산에 도심형 수소충전소 개소 경남일보 08면 경제

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경남일보 06면 지역

부산 경제

“즉석에서 피부·두피 상태 진단합니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시, 비-뷰티 데이 내일 시청서 개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방문 日 관광객 증가, 하반기도 이어질까 부산일보 14면 경제

7월 부산 찾은 일본인 전년보다 13% 늘었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수산업, 소비자 중심으로 산업 개편해야”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기계·자동차 피해 회복 10개월 이상” 부산일보 08면 종합

금융공기업 소재·부품기업 돕기 팔 걷어 국제신문 12면 경제

반도체 인력 육성 컨소시엄에 부울경 대학은 ‘0’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시, ‘골목상권 되살리기’ 나섰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구현에 힘쓸 것”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정치

조국 겨눈 檢… 윤석열의 벼린 칼? 부산일보 01면 종합

출근시간 전부터 들이닥친 檢 수사관들에 ‘당혹’ 부산일보 03A면 정치

조국에 칼 빼든 檢… 부산·경남 회오리 국제신문 01면 종합

청문회 … 윤석열 칼날 위에 선 조국 한국일보 01면 종합

‘의혹’ 수사 돌입, 검찰 칼끝 어디로… 경남일보 03면 종합

조국 딸 장학금 등 모든 의혹 들여다본다… 관건은 수사 속도 국제신문 03면 사회

‘황제 장학금’ 논란 부산의료원장 공모 과정 들여다본다 부산일보 04면 정치

조국 딸 장학금 준 의전원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일역” 조선일보 01면 종합

부산에 머무는 대통령 주치醫 뽑더니… 조국 입김 있었나 조선일보 04면 정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주치의 일역’ 문서에서 본인 겸직 문제 

해명
조선일보 04면 정치

노환중 “노무현 일가 건강관리 해주며 10년간 헌신” 조선일보 04면 정치

‘딸 장학금’ 대가성 입증되면 ‘제3자 뇌물죄’ 적용할 수도 문화일보 03면 정치

조국 사태 불똥 튄 부산 사상 정치권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대, 의혹 해명 하루만에 검찰 들이닥치자 ‘허탈·충격’ 국제신문 03면 사회

전격 작전하듯 동시다발로 캠퍼스 압수수색 한국일보 02면 정치

“아침 8시반 수사관 들이닥쳐 압수수색인줄 뉴스보고 알아” 매일경제 02면 종합

청문회 증인에 부산 대학가·관가 유력 인사 대거 포함될 듯 국제신문 04면 사회

지각 출범한 국가물관리위 ‘부산 출신 민간위원 0명’ 부산일보 01면 종합

일본, 오늘부터 한국 백색국가 제외 추가 카드도 만지작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문화 BIFF서 보고싶은 영화, 빨리 신청하세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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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도시 부산의 문화교류’ 학술대회 부산일보 20면 문화

스타 더 빛내는 아이돌 팬 ‘빛나는 선행’ 부산일보 11면 사회

“BIFF를 롤모델 삼아 세계적 사진 축제로 키우고 싶어” 부산일보 23면 기획

‘부산표 애니’ 산업 개척에 앞장 공중파 러브콜… 해외 

수출까지
국제신문 14면 기업

개관 앞둔 대형공연장, 대관 치중 아닌 제작 공연으로 승부 

걸어야
국제신문 19면 문화

세찬 빗줄기… 그러나 젖지 않는다 세계일보 22면 공연

원전해체

산업 

기술세미나

“원전해체산업 거점 육성” 市, 오늘 기술세미나 개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원전해체산업 기술 세미나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원전해체산업 기술세미나 산·학·연·관 80개 기관 참여 경남매일 16면 경제

제2신항

“제2신항 명칭, 진해신항 못 박아야”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진해 시민단체, 제2신항 상생협약 무효 주장 ‘파장’ 경남신문 04면 종합

“제2신항 명칭 반드시 ‘진해신항’으로 해야” 경남일보 05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초과 소음’ 제주 37배·김포 10배 경남신문 01면 종합

강서구

부산 대저 들판에 새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서울신문 14면 전국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 성공기원’… 부산 대저에 대형 

논그림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사상구
경찰, ‘학장천 추락사’ 추가 조사 사상구 관내 취약난간 교체 

추진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구 복지 사각 어르신 ‘집안 대수리’ 우리가 나섰다 국제신문 18면 노동

연제구 연제구에 퇴원 예정 노인 일시돌봄안심주택 운영 국제신문 08면 사회

영도구 ‘누더기’ 영도국민체육센터 알고도 방치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매매 성사 땐 철거 후 레지던스·오피스텔 고려” 부산일보 02면 종합

8/29

부산 시정

부산시, 임차공원 추진 본격화 부산일보 02면 종합

시민 참여↑ IoT 분리수거함 인기도↑ 부산일보 17면 유통

친환경차 시대 부산, 제도 뒷받침이 필수 부산일보 15면 경제

“물관리위원회 지역 위원 지정을” 부산일보 11면 사회

산업 발전할수록 지방은 도태, ‘지방소멸’ 벼랑 끝까지 왔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상반기 출생아 1만 명도 안 되는 부산 부산일보 01면 종합

‘저출산 쇼크’ 가속… 부산 상반기 출생아 1만 명 붕괴 국제신문 02면 종합

“어린 야생동물 구조, 위급상황 아니면 놔두세요” 국제신문 08면 사회

투신 잦은데… 감시 CCTV 하나 없는 구포·대동화명대교 국제신문 06면 사회

“우린 부울경 재난현장 복구 조언하는 민간구조대” 국제신문 24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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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치열한데… ‘강제징용 위령제’는 외면 한겨레 13면 전국

부산 대개조, 유럽서 노하우 배운다 아주경제 24면 사회

부산 도시재생 해법, 유럽서 찾는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 제기 경남도민일보 06면 사회

오거돈 부산시장 “김해~헬싱키 운항 협력해달라”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알고 보면 쓸모 있고 신나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부산일보 11면 사회

일본 불매운동 장기화 ‘불똥’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불황’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증권박물관 12월로 개관 늦춰 부산일보 10면 경제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 위한 LNG 로드 트랙터 시범운행 경남일보 10면 인물

부산 정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개입했나 부산일보 04면 정치

노환중, 문건 날짜대로 부산시장 만났다 동아일보 04면 정치

의혹 깊어지는 ‘대통령 주치의’ 선정 한국경제 06면 정치

하태경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한 뇌물” 부산일보 03면 정치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김영란법 위법 논란 국제신문 05면 종합

하태경 “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서울경제 08면 정치

하태경 “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아주경제 06면 정치

한국당, 부산 대규모 장외집회 자신감 얻을까 역풍 맞을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 野 ‘껍데기 청문회’ 우려 경남신문 03면 정치

與 보란 듯이… 檢, 또 압수수색 문화일보 01면 종합

與 압박에 더 벼려진 ‘尹의 칼’…살아있는 권력 수사 본격화 문화일보 03면 정치

“檢, 피의사실 계속 공표”…與 ‘尹책임론’ 거론 문화일보 03면 정치

檢 피의사실 공표? … 잘못 짚은 與 문화일보 02면 정치

조국 사태 불똥 부산시로 번지나 내일신문 06면 자치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헤럴드경제 01면 종합

‘산 권력’ 겨눈 檢, ‘임명강행’ 고수하는 靑…수사향방은 헤럴드경제 09면 사회

부산 문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전설을 소환한다 부산일보 18면 문화

세계 각국 사운드 디자인 전문가들 부산 온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더파크, 코끼리의 눈물 부산일보 02면 종합

올 BIFF서 한국영화 100년사 최고의 10편 즐겨보세요 국제신문 20면 문화

변화 갈림길 선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특성화 조직개편 분주 국제신문 20면 문화

부산 출신 아이돌의 팬들 ‘선행으로 덕질’ 한국일보 27면 인물

부산 저탄소 에코축제 31일 다대포서 열린다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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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코축제’ 31일 부산서 개최 서울경제 32B면 전국

e스포츠

정상회의

부산 e스포츠 정상회의 오늘 개막… 50개국 참가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 부산서 열린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e스포츠의 미래’ 부산에서 머리 맞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기술검증만?” 부울경, ‘총리실 검증안’ 반대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울경, 김해신공항 의견서 송부… 총리실과 재검증 이견 국제신문 05면 종합

남구 부산 남구, 방과후 아동 돌봄센터 열어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진구

‘전포복지관 위탁 해지’ 담당 공무원 경찰 조사 부산일보 11면 사회

‘위수탁 해지’ 전포복지관 공무원 경찰 줄소환에 부산진구 

당혹감
국제신문 06면 사회

8/30

부산 시정

부산도시철도 노후 개선사업 566억, 정부 예산안 첫 반영 부산일보 01면 종합

저소득층 돌볼 복지예산 대폭 증액 3조 2000억 확보 부산일보 06면 사회

연제구 이어 남·동·금정·사하구도 “주차장 함께 씁시다” 부산일보 14면 사회

부산의료원장 자격 요건 완화 부산일보 12면 사회

소녀상·노동자상 도로점용 길 열릴까 부산일보 10면 종합

물류 혁신·디지털 지역화폐 촉진… 미래 먹거리 책임진다 국제신문 05면 기획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대비 방역훈련 국제신문 13면 사회

삼락생태공원 구명튜브·조끼 설치 국제신문 12면 사회

작년 부산 인구 2만4000명 순유출 국제신문 02면 종합

이기대~해운대 해상관광케이블카 찬반 맞불 집회 국제신문 13면 사회

시간만 허비한 부울경 사업 … 공론화 논란 리더스경제 28A면 영남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시민 의견 담는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장애인 두리발 9월부터 대대적 개선 나선다 경남일보 10면 인물

청소부터 홍보까지 ‘시민 손으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 

‘착착’
문화일보 14면 지역

부산 경제

“부산은 치료받고 관광 즐기기 좋은 도시” 부산일보 14면 사회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 오늘 착공 부산일보 17면 경제

“수소 경제·극동러시아 협력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프랑스 르노본사 찾은 오 시장, 부산공장 새 일감 요청 국제신문 17면 경제

“하이브리드 엔진 부산 생산” 吳시장, 르노본사 방문 요청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XM3 물량 받으려면 추가 비용절감 나서야” 한국경제 17면 산업

부산항에 ‘LNG 로드 트랙터’ 달린다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내달이면 日관광 예약 끊겨” 여행사 운영난 호소 국제신문 17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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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항만 건설·운영 직접 참여할 것” 국제신문 20면 농수축산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땐 부산경제에 활력” 국제신문 27면 인물

기술력 갖춘 新강소기업 키우자 국제신문 01면 종합

논문 성과→제품화 ‘중개연구’ 생태계로 부산경제 다시 달리자 국제신문 04면 기획

“대학 연구인프라 풍부 부산 네트워크 만들면 경쟁력 강화 큰 

도움”
국제신문 04면 기획

“그린포트 부산항, 해양관광 명소로 만든다”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경남 진해에 ‘부산항 제2신항’ 순항 한국경제 C07면 지역

한·일 갈등 여파에 … 부산항 여객선·면세점 ‘직격탄’ 한국경제 29A면 지역

방글라데시 해운부 장관, 부산 신항 방문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 정치

‘일자리에 사활’ 예산 25조로 파격 확대… 국방 예산 50조 돌파 부산일보 08면 경제

“혁신성장 가속화”… 정부 내년 513조 ‘초슈퍼 예산’ 편성 국제신문 02면 종합

내년 부산 국비확보 6322억원 대폭 늘어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내년 부산시 국비 증액… 핵심사업 동력 얻었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청문회·정치권 일정 아랑곳없이… 검찰 스텝대로 수사 가속 문화일보 03면 정치

“김정은, 부산 아세안회의 오면 큰 의미” 내일신문 03면 정치

여권 PK 총선 ‘조국 변수’ 비상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문화

부산관광 영상 전국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제신문 27면 인물

“바다미술제, 부산시민의 헌 옷 기다립니다”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불꽃축제,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최다 방문상’ 아주경제 20면 사회

조국 논란

조국-노환중-오거돈 檢, ‘커넥션 의혹’ 수사 부산일보 01면 종합

사상 첫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오 시장 ‘출장 강행’ 부산일보 03면 정치

조국-노환중 연결고리 찾나 檢, 오거돈 집무실 압수수색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장 방까지 수색에 부산시 발칵 … 일부 “무리한 수사” 반발 국제신문 12면 사회

‘부산의료원장 임명 개입 의혹’ 오거돈 집무실도 압수수색 경향신문 05면 정치

‘조국 수사’ 檢,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동아일보 01면 종합

“부산의료원장 공모 마감 이틀전 노환중 내정 얘기 들어” 동아일보 05면 정치

의료원장 선임 의혹 겨눈 檢… 조국·노환중·강대환 연결고리 

찾나
서울신문 06면 정치

잇단 불만 표출 與 보란 듯… 檢, 부산시장실 전격 압수수색 세계일보 05면 정치

檢, 오거돈 부산시장실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01면 종합

웅동학원 20여년전 회계장부 확보… 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 조선일보 02면 정치

조국 청탁 의혹 오거돈 시장실 검찰 압수수색 중앙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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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오거돈·노환중 ‘의전원 장학금’ 연결고리 추적 중앙일보 08면 정치

검찰,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한겨레 12면 정치

오거돈 부산시장실 압수수색… 檢,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타깃 한국일보 06면 정치

檢 ‘조국의혹’ 수사 가속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매일경제 01면 종합

與 날선 비판 다음날…檢, 오거돈 시장실 전격 압수수색 매일경제 10면 정치

‘조국·노환중·오거돈’ 삼각 연결고리 찾았나 서울경제 06면 정치

검찰 ‘조국 수사’ 가속 부산시장실 압수수색 한국경제 01면 종합

여권 전방위 압수수색 비난에도 수사 고삐 죄는 검찰 부산일보 03면 정치

검찰,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대가성’ 규명에 총력 국민일보 08면 정치

민주 “정치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한국 “봐주기 수사 땐 특검 

불가피”
서울신문 06면 정치

여권, 일제히 검찰 때리기 조선일보 01면 종합

연일 검찰에 파상공세 퍼붓는 여당 한국일보 06면 정치

野 “공정수사 기대” 與 “역량검증 촉구” 머니투데이 07면 정치

조국 “검찰 수사, 제가 언급할 사안 아냐” 머니투데이 27면 사회

조국 5촌조카-최태식 사모펀드 ‘몸통’ 부상 서울경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신공항 재검증 출발부터 ‘삐걱’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마항쟁 40년 전 민주주의 외쳤던 그들… ‘활자’ 깨고 세상으로 나와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강서구 ‘레미콘’에 발목 잡힌 김해공항 주차빌딩 공사 부산일보 14면 사회

기장군 “도 넘은 지방의회 무시”… 오규석 군수 규탄 ‘확산’ 부산일보 12면 사회

동구 항일 유적지에 ‘일제 잔재 지명’ 능풍길 국제신문 13면 사회

사상구 정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부산 새밭마을 등 4곳 선정 국제신문 17면 경제

8/31 부산에 모인 2만명 “조국, 고향 먹칠말고 고마해라, 마!” 조선일보 04면 정치

조국 죄어가는 검찰, 靑 민정수석실 겨눈다 한국일보 03면 정치

靑 ‘조국 구하기’ 나서자…檢 “수사 지휘하는 거냐” 강력 반발 서울경제 02면 정치

조국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 … 청와대는 임명 밀어붙일 듯 한국경제 09면 정치

오거돈 부산시장 “난 떳떳 … 검찰 수사 환영” 한국경제 09면 정치

문 대통령 “김정은, 11월 부산 정상회의 오길” 한겨레 06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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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부산 시정

365일 해수욕장 개장 시대, 안전사고 막을 시스템이 없다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 정부 대책 어디 갔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민주화 운동사 20년만에 다시 쓴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잘가~ 여름아” 부산 7개 해수욕장 폐장 국제신문 12면 사회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선박 선장 징역 5년 구형 국제신문 11면 사회

인구 3분의 1이 신중년… 이들 활력에 부산 미래 달렸다 국제신문 05면 기획

남녀 모두 58세·고졸 학력 ‘최다’ 국제신문 05면 기획

“청년 떠나는 지역은 미래 없어… 부산을 살리는 데 앞장설 것” 동아일보 16C면 영남

부산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시 청사 문화글판 ‘땡감이 곶감 되더라’ 아주경제 20면 사회

부산 수돗물 ‘순수365’ 매력 널리 알려주세요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경남일보 10면 인물

부산 경제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해외 바이어 상담·MOU ‘역대 최대’ 부산일보 11면 사회

WBC 부지 ‘108층 마천루’ 안 짓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센텀시티 내 옛 WBC 건립 예정부지 ‘더게이트 센텀’ 

108→74층 축소
국제신문 02면 종합

침체된 부동산 경기·떨어진 희소성… 사라진 ‘마천루의 꿈’ 부산일보 04면 종합

‘메디컬 블록체인 연구회’ 발족 부산일보 23면 건강

부산 선망업계 죽어가는데, ‘감척’ 마저 홀대하나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제조업 체감경기 두 달 연속 ‘내리막’ 부산일보 17면 경제

한진CY 개발 시행사, 공공기여로 현금 1100억 내놓는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해운대 한진CY 부지 공공기여 조건 개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르노삼성 ‘트위지’ 부산서 생산한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알뜰장터 수익금에도 세금 부과 … 비상 걸린 아파트 단지 한국경제 27면 사회

한국예탁결제원, 사회공헌형 시니어 일자리 지원 내일신문 12면 금융

부산 정치

케케묵은 지역감정 꺼내든 한국… 여론 ‘싸늘’ 부산일보 08면 정치

나경원 “文정부는 광주일고 정권” 발언 논란 동아일보 06면 종합

부산집회서 금기 깨고 지역감정 부추긴 나경원 서울신문 06면 종합

활약상 심어줄 마지막 정기국회 ‘안갯속’… 속 타는 의원들 부산일보 08면 정치

‘돈 드는 선거’ 청년 정치진입 막아… 장벽 허물 시스템 절실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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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정치참여 지방자치 도움될 것 국제신문 06면 기획

문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돌입… ‘신남방정책 공약’ 

조기달성
국민일보 02면 정치

부산 문화

여름 끝자락 2019부산국제사진제와 함께 부산일보 05면 종합

BIFF 뉴커런츠상 심사위원장에 마이크 피기스 감독 부산일보 19면 문화

젖지 않는 폭우 걷다 보니 젖어든 사색 서울신문 25면 문화

한·일갈등 삭풍에도 지지 않는 꽃 ‘문화’ 한겨레 21면 문화

“부산 해파랑길 걸으며 특별한 가을 만끽해요”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조국 논란

엄호·비판·침묵… 부산 민주당 조국 대응 ‘제각각’ 부산일보 06면 정치

“시민이 바꿔 준 부산 권력, 새 적폐로 전락” 부산일보 06A면 정치

한국당 대규모 장외투쟁… ‘조국 사퇴’에 화력 집중 국제신문 09면 종합

조국 수사에 대검 인력까지… 검찰, 여권 공세에 ‘정중동’ 경향신문 04면 정치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 부산대병원 수상한 거짓말 한국일보 04면 정치

부산

교통공사 

적자 전액 

보전 폐지

부산교통공사 운영 적자 ‘무조건 전액 보전’ 폐지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교통공사 적자 전액→정액 지원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지하철 요금손실분 정액 지원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공기 질

대기측정대행업체 市, 3곳 형사고발 부산일보 05면 종합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부산시의회 조례안 발의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공기 질 깐깐하게 관리한다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미세먼지 줄이자”… 도시숲 늘리고 공기질 관리 강화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관광 

위기론

위기의 부산관광, 새 인프라 찾아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해상관광케이블카·북항 복합리조트, 사회적 합의가 관건 국제신문 04면 기획

“묵고가는 체류형 관광도시 지향… 모바일 플랫폼 제공이 

첫걸음”
국제신문 04면 기획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산 입항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컨테이너선 입항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항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입항 경남일보 09면 경제

개항 후 가장 큰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산항 입항 동아일보 16C면 종합

컨테이너 2만3656개 실은 배 부산항 입항 내일신문 14면 산업

부산항 

물동량 위기

부산항의 비명…물동량·여객 모두 ‘뚝’ 매일경제 01면 종합

부산항 환적화물 절반이 美·中 향하는데 … 물동량 초비상 매일경제 05면 종합

‘부산항→해상운송→대륙철도’ 복합루트 개척 물동량 유치해야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강서구 “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철회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국제야구대회에 보안요원 달랑 8명뿐 국제신문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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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부산 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내달 동구서 첫 삽 뜬다 국제신문 20면 경제

북구 암초 만난 서부산권 동물복지센터 “주민공간도 부족한데…” 국제신문 12면 사회

사상구 갈 곳 잃은 사상 도금업체들, 대체 산단 부지 못 구해 전전긍긍 부산일보 05면 종합

사하구
노인병원 위탁 운영 의료재단 ‘횡령 혐의’ 경찰 수사 부산일보 12면 지역

부산시 위탁 노인병원서 횡령 정황… 구멍 뚫린 공공의료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1100억 기부-주상복합 허용? 해운대 옛 한진CY 부지 ‘주목’ 부산일보 04면 종합

9/3

부산 시정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본격 착수 부산일보 01면 종합

소녀상·노동자상 합법화 ‘초읽기’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A형 간염 유행 사실상 종료”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A형 간염 집단발병 종료… 원인은 조개젓” 국제신문 08면 사회

오거돈 시장 “유럽에서 부산 성장동력 기반 닦았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경제현안 해결 성장동력 찾았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금융·해양산업에 ‘글로벌 부산’ 길 있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청년몰 상가 연계 내부 체류시간 늘려야”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건축 공공성 강화 선포식 연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신고리4호기 본격 상업운전 돌입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수원, 신고리4호기 상업운전 시작 내일신문 15면 산업

되살릴 방법 대립… 기약없는 동아대 ‘6월항쟁도’ 복원 국제신문 08A면 사회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4·5일 2차 추경 종합심사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시민협치협의회 오늘 출범 서울신문 19면 전국

오늘 부산 시민협치협의회 발족 서울경제 33B면 전국

오거돈 부산시장, 중국 관광객 유치 총력 파이낸셜 29면 인물

부산 경제

젊고 새로운 부산 관광, 영도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새 랜드마크 ‘부산증권박물관’ 오는 12월 4일 문현금융단지에 

개관
부산일보 17면 금융

부산시민 “부산 하면 어묵·돼지국밥, 근데 썩 호감은…”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울경 방치건물 3채 문화공간 탈바꿈 국제신문 16면 경제

‘도심 흉물’ 공사중단 건물, 생활SOC로 바뀐다 서울신문 20면 경제

美中 무역분쟁 암초에… 부산항 물동량 목표 달성 물 건너가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서 ‘아시아주택금융기관협회’ 연차총회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부산시, 한전 CY개발 시민의견 듣는다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디지털자산거래소박람회 오늘 개막 한겨레 21면 인물

부산은행,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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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부산 中 칭다오서 소비재기업 수출상담회 매일경제 17면 기업

센텀시티 WBC 108층 건립 무산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경항만공사 설립 속도낸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AFIS·ASMMA…부산, 금융허브도시로 ‘우뚝’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부산 정치

한국당 PK의 ‘불안과 불만’ 부산일보 05A면 정치

동남권 공공기관 4년 뒤 빚 250조… LH 41조 늘어날 듯 국제신문 15면 경제

조국 정국… 소신 발언한 與 인사들 수난 국제신문 04면 정치

빗속에서… 다시 ‘촛불’ 든 부산대 조선일보 12면 사회

조국 “개혁 주창했지만 불철저”…딸·펀드 등 의혹은 부인 한겨레 01면 종합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동창회서 선정 연락 받았을 뿐” 한겨레 03면 정치

“장학금 신청 안했는데 ‘수령자 선정’ 연락 받아” 한국일보 04면 정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임명 PK지역 ‘반대’ 여론 압도적 경남매일 03면 종합

부산 문화

아름다운 부산, 바닷길 함께 걸으며 가을 즐겨요 부산일보 18면 경제

“시민들 헌 옷 기증해주세요” 부산바다미술제 작품으로 ‘변신’ 부산일보 22면 문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공개 부산일보 22면 문화

‘아시아 만국기’ BIFF 포스터 공개 국제신문 02면 종합

“ 요 리 체 험  프 로 그 램  3 분  만 에  마 감 ,  아 세 안  인 지 도 

높아졌어요”
부산일보 24면 인물

부산 한가위, 도심공원·유원지는 민속놀이터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국제

관광전

세계 관광축제, 부산에서 먼저 즐겨 보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40개국 여행 꿀팁 한눈에 부산국제관광전 5일 개막 국제신문 15면 경제

40개국 여행정보 한눈에… 부산서 ‘국제관광전’ 펼친다 국민일보 15B면 사회

관광마케팅 축제 부산국제관광전 팡파르 아주경제 20면 사회

“세계 각국 관광정보 여기 다 있네”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기장군
실로암묘원 막은 구조물 치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특정 업체와 대거 수의계약 ‘특혜’ 감사 적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하구 구멍 뚫린 ‘습지보전법’ … 다대포해수욕장 ‘갯벌’이 위험하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쓰레기 줄이기, ‘독한 정책’도 말짱 도루묵 국제신문 06면 사회

9/4

부산 시정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2024년 개통 목표 착공 부산일보 01면 종합

‘만덕~센텀’ 부산 첫 대심도 23일 착공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구·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손님맞이 분주 부산일보 10면 사회

‘날조 논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검증대’ 오른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시정 이모저모

359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아이들, 얼마나 ‘못’ 놀고 있을까 부산일보 11면 사회

의료폐기물 보관 허술 병·의원 6곳 市에 적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 병원 6곳 과태료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출범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정무라인 정비… 재정분야 보강·문화계 소통 강화 국제신문 02면 종합

자원봉사캠프 역량강화 교육 국제신문 21면 노동

취준생 도우랬더니 본인 나체사진 보낸 前 시 일자리센터장 국제신문 08면 사회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입 경로 파악 손 놓은 질본·식약처 국제신문 08면 사회

‘이태석봉사상’ 수상 후보 접수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부산 경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우려 부산일보 08면 종합

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 커지는 ‘D공포’ 국제신문 01면 종합

“주택매매 부담 줄이려면 소득별 차별정책을” 국제신문 14면 경제

4차 산업혁명 핵심 ‘블록체인·암호자산의 내일’ 미리 만난다 국민일보 02면 종합

한가위 앞뒀는데 … 체임 노동자, 영남서만 5만4700명 중앙일보 18C면 영남

“부산 지역화폐 직접 발행 블록체인 사업 기반 조성” 한겨레 19면 경제

ICT로 세상을 변화시킬 22개국 ‘영 리더’ 부산행 파이낸셜 02면 경제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진출 도전하세요 파이낸셜 02면 경제

예탁결제원 ‘부산증권박물관’ 12월 4일 문현금융단지에 개관 한국경제 30A면 지역

사천공항 ‘적자’ 김해공항 ‘흑자’ 경남일보 08면 경제

혁신 창업기업과 자본시장 상생발전 MOU 내일신문 13면 금융

부산 조선업 재도약, 인니서 길 연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조국 출마 가능성 놓고 ‘제로 vs 유효’ 부산일보 05면 정치

중앙 정치권 움직임, PK 총선에 영향 미칠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시의회 내부갈등 ‘의장 중재안’ 일단락 부산일보 05면 정치

역공 나선 한국당…조국 딸 영어성적 공개 논란 한겨레 04면 정치

의전원 장학금, 조국·노환중 직무연관성 있으면 김영란법 저촉 한국일보 05면 정치

24조 예타면제·공공기관 이전…표심용 정책은 봇물 서울경제 06면 정책

부산 문화
내달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해운대 비프빌리지 볼 수 없어 경남매일 14면 방송

10일간의 웃음폭탄…부산이 떠들석 헤럴드경제 28면 라이프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

내년 3월 31일, 부산發 유럽행 첫 직항 비행기 뜬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핀에어, 김해공항에선 승객 90%만 태운다고? 부산일보 08면 종합

“아름다운 해변과 항만 갖춘 부산 항공 수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부산일보 08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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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헬싱키 노선 취항… 이젠 유럽 바로 가세요”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유럽 첫 직항 노선 내년 3월부터 본격 운항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헬싱키 직항, 내년 3월30일 뜬다 매일경제 31면 사회

내년 3월 말 부산~핀란드 헬싱키 직항 뜬다 경남도민일보 09면 경제

핀에어, 부산∼헬싱키 노선 내년 3월 30일 운항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 제품 

위메프 진출

소셜커머스 ‘위메프’에 부산 전용관 ‘54마켓’ 부산일보 15면 경제

“위메프서 부산 제품 사세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소셜커머스서 ‘착한제품’ 사이소” 서울경제 27B면 전국

소셜 위메프서 문 연 ‘부산 54마켓’ 한국경제 30A면 지역

추석 맞이 

희망상자 

제작

추석 희망상자 한가득 부산일보 11면 사회

추석 앞두고 만드는 ‘희망상자’ 국제신문 01면 종합

추석 맞이 ‘희망상자 만들기’ 한국일보 12C면 부산

스마트시티 

11개 사업 

규제유예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 11개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선정 국제신문 14면 경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산… 로봇·헬스케어 등 혁신에 

시동 걸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스마트시티 헬스케어·로봇 등 11개사업 규제유예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신공항 재검증 핵심은 김해시 소음피해 문제”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지금도 힘든데 V자 활주로 소음 증가 불보듯” 경남도민일보 03면 사회

부마항쟁
평생 옥죈 10월의 상처… ‘빨갱이’ 낙인찍힐까 숨죽이고 살아 국제신문 06면 기획

정신적 고통에도 신청 않고 사비로 치료… 국제신문 06면 기획

기장군 기장 해녀 ‘잠수병’ 치료, 지자체가 나선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남구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 예정대로 추진하라” 국제신문 11면 사회

동구 70대 노인 문 핏불테리어 주인 처벌하자니… 구청 ‘고민되네’ 국제신문 11면 사회

사상구 ‘사상구의회 여야 의원 고발전’ 종료 국제신문 10면 사회

수영구 시민 아이디어로 민락수변공원 쓰레기 해결한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해운대구 해운대구, 민간 반딧불이 행사 품었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9/5

부산 시정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화분으로 UP 부산일보 11면 사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해야” 부산 경제활성화 방안 토론회 부산일보 15면 경제

‘찬밥 신세’ 윤흥신 장군 석상 올해도 답 없는 동상 교체 요구 부산일보 11면 사회

경찰, 성추행 파문 시 일자리센터 내사 국제신문 08면 사회

손주 돌보는 ‘할빠’ 절반은 양육비 안 받고 ‘무급 봉사’ 국제신문 06면 기획

“원도심 동구 발전에 아낌없이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도시숲 확대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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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막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공동모금회, 한가위 온정 나눔 지원금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공동모금회, 소외계층에 6억여 원 지원 국제신문 28면 인물

부산시-국토부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성공 개최 협약 부산일보 14면 경제

中 청산강철 놓고 부산시 여전히 저울질? 부산일보 15면 경제

‘2019 추석맞이 나눔사업 행복만개’ 행사 진행 국제신문 28면 인물

부산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아세안 수출의 장 선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형 관광혁신 거점’ 관광기업지원센터 활짝 국제신문 14A면 경제

부산 45개 관광 스타트업 ‘혁신 날갯짓’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대전 선박해양플랜트硏도 부산으로”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오늘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설명회 서울경제 32B면 전국

항공기 소음은 김해가 듣고 돈은 김포·제주가 챙겨갔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산 정치

사활 건 ‘조국 때리기’? 부산일보 06면 정치

“극우 나부랭이” vs “몽둥이 필요” 부산일보 06A면 정치

부산 여야 ‘조국 전쟁’… 빨라진 총선시계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문화

지스타 2019, 넥슨 빠져도 최대 규모 예상 부산일보 14면 경제

넥슨 빠진 지스타 새 돌파구 찾았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9월 주말 오후엔 ‘공원에서 희희낙락’ 부산일보 18면 문화

부산박물관, 한가위 민속한마당 부산일보 19면 문화

부산국제

영화제

24살 BIFF가 달라졌어요 개막작 ‘말도둑들. 시간의 길’ 부산일보 01면 종합

BIFF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부산일보 08면 영화

BIFF “안정 찾은 영화제, 재도약의 해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말도둑들…’·폐막작 ‘윤희에게’ 국민일보 19면 방송

이용관 “BIFF, 글로벌 영화제 재도약할 것” 서울신문 27면 인물

이용관 이사장 “부산국제영화제 대대적 개편 재도약” 한겨레 18면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말도둑, 시간의 길’로 출항 알린다 한국일보 23면 문화

다음달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작 모두 ‘신인 감독’ 

작품
한국경제 28A면 지역

중앙아시아 드 넓은 초원서 펼쳐지는 ‘서부극’ 국제신문 24면 문화

모녀의 여행을 통해 보는 사랑의 상실과 복원 국제신문 24면 문화

개최지 집약 축제성 강화… 관객 주도 ‘커뮤니티 비프’ 전문성 

확대
국제신문 24면 문화

‘외연 확장’ 아시아필름마켓 방송·영상 콘텐츠도 거래 부산일보 08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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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지상파·종편까지 아우르는 부산국제영화제 매일경제 33면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올 영화제는 재도약”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거쳐 올핸 재도약 기회로” 문화일보 22면 문화

완월동

경찰도 행정도 끄지 못한 완월동 홍등 부산일보 01면 종합

업소 앞 지나는 차량 보닛 잡으며 “삼촌~” 호객 행위 그대로 부산일보 03면 기획

시민단체 “집결지 입구에 경찰 24시간 상주한다면 뿌리 뽑힐 

것”
부산일보 03면 기획

만덕-센텀 

지하고속화

도로

부산 동서 관통 ‘만덕~센텀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본격화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23일 착공 서울신문 16면 전국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11월 첫 삽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 승인 서울경제 32B면 전국

만덕~센텀 車로 10분이면 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만덕~센텀 지하 고속도로 이달 ‘첫 삽’ 한국경제 28A면 지역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사업 속도낸다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 동·서 잇는 고속화도로 본격 추진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 東西 도시고속화도로 ‘가속’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청년

도시재생사 

육성

부산시 ‘청년도시재생사’ 키우기 돌입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오늘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출범식 서울경제 32B면 전국

청년도시재생사 키우는 부산 파이낸셜 02면 종합

파나시아 

제2공장 

건설

조선기자재 ㈜파나시아, 제2공장 건설 부산일보 15면 경제

파나시아, 미음산단에 2공장 신설 부산일보 14면 경제

파나시아 매출 647억→5750억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금정구
직원 성추행 혐의 전 장애인시설장, 구청 경고에도 또 채용 

추진?
국제신문 11면 사회

기장군 또 의료생협 비리… 요양급여 160억 가로챈 운영자 구속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구
“북항에 ‘이순신 동상’ 세우자”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YMCA 수영장 물에 벌레 유충 ‘둥둥’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상구 재개발 갈등에 급기야 ‘망루’까지 등장 부산일보 09면 사회

사하구 “감천항 서방파제 옆 ‘쓰레기 산’ 그냥 놔둘 건가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구 지역 최초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영도구에 개소 부산일보 15면 경제

9/6

부산 시정

신해운대~청량리 3시간 만에 달린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市, 맞춤형 시민 건강 챙긴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지역별 치매·심뇌혈관 질환 빅데이터 나왔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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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추석 연휴, 대중교통편 넉넉합니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더도 덜도 말고… 추석교통편 늘어나고 온정의 손길 잇따라 동아일보 16D면 영남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원산지 표시 모범시장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암고가교도 철거해 주세요”… 오 시장은 “?”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 등 해수욕장 일대 미신고 숙박업소 11곳 적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오거돈 시장 임산부·아가맘 15명 만나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강력한 비바람 몰고… 태풍, 내일 부산 덮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 낙동강 에코센터 민간위탁 절차 돌입… 진통 예고 국제신문 08면 사회

국공립 어린이집마저… 부산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실천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부산 1인당 GRDP 꼴찌서 3위, 소비는 전국 3위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인천 지역총소득 격차 더 벌어져 국제신문 02면 종합

다음 달 항만 인력 공개채용·일용직 공급회사 설립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6일 영도서 사무국 개소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르노삼성 노사갈등 재연 우려, 회생 ‘산 넘어 산’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수소선박 기술센터 사업 닻 올랐다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일본산 수산물 실은 활어차 부산 앞바다에 해수 콸콸콸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나노입힌 방열 재료·디지털 확대경 개발… ‘기술 극일’ 선도 국제신문 06면 기획

스타트업·제조업 연결 시너지 효과… 창업계 ‘중개 연구’ 주목 국제신문 06면 기획

“블록체인·암호자산은 미래기술 핵심… 규제 개혁 절실” 국민일보 01면 종합

‘디지털 자산’ 관리·실시간 해외송금… 블록체인, 일상 속으로 국민일보 06면 기획

“부산, 4차산업 공공혁신 아이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 대마도, 뱃길 승객 80% ↓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정치

檢 “수사 개입 말라” 靑과 정면충돌 양상 부산일보 01면 종합

증인 거론되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막판 명단서 제외 부산일보 05면 정치

표창장·인턴십·자소서 등 ‘진실 공방’ 넘어 외압의혹 확산 세계일보 04면 정치

청와대 “본인 위법 없다”… 주말 대통령 재가, 9일 임명 가능성 중앙일보 08면 정치

부산 문화

바다의 아픔을 보듬어주다… 2019 바다미술제 28일 개막 부산일보 23면 문화

2019 바다미술제 출항 알려요 경남매일 07면 지역

‘FISM’ 아시아 예선 내년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왜적 막았던 금정산성인데… 멧돼지 발굽에 짓밟혀 무너질 판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역예술인 무대 수요음악회 700회 뿌듯” 국제신문 26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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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게임쇼 넘어 ‘글로벌 IT쇼’로 아시아투데이 16면 산업

부산국제관광전 개막… 국내·해외 여행정보 한곳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수영강서 10개국 용선들 ‘질주’ 경남매일 11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부산, 닮은꼴 헬싱키처럼 허브공항 갖춰야” 매일경제 28A면 영남

부산국제

영화제

BIFF 개막식 사회는 정우성·이하늬 부산일보 02면 종합

BIFF 개막식 사회자 정우성·이하늬 국제신문 02면 종합

넷플릭스도 품은 BIFF… 다양성으로 힘찬 재도약 세계일보 20면 문화

지역 주민이 다큐 찍고 해설하고 … 국제영화제 새 바람 중앙일보 23면 문화

완월동
일제가 밝힌 완월동 홍등, 100년 넘게 켜져 있다 부산일보 06면 기획

“日이 들여온 여성 착취 산물 일부 보존해 역사 기억하자” 부산일보 06면 기획

오셔너미 

포럼 2019

“부산, 아시아 대표 스마트 항만으로 키우겠다” 한국경제 01면 종합

“글로벌 조선·해운산업 부활 조짐 … 한국, 해양강국 재도약 

기회”
한국경제 05면 기획

“해양산업 되살려야 부산경제 턴어라운드 가능” 한국경제 05면 기획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 “부산, 해양관광 1번지로” 한국경제 05면 기획

북구

구포 낙동강변 감동나룻길 조성 본격화 국제신문 10면 사회

구포 강변에 보행전용길 생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낙동강 보행전용교 추진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사하구
또 약자 배려 없는 행정 ‘도마에’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저도 관광유람선 운항 추진 국민일보 16B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 공용차량 최다… 모호한 규정에 적정성 논란 국제신문 09면 사회

9/9

부산 시정

내주 낙동강 하굿둑 개방 2차 실험 부산일보 08면 종합

시민이 뽑은 예산 필요 사업은 ‘북구 명칭 변경 사업’ 부산일보 10면 사회

의사들이 직접 뽑은 부산 명의는? 지역 대표할 ‘스타 의사’ 

발굴한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뛰어난 손재주, 5년 생존율 미국보다 높아 부산일보 22면 건강

‘턴 투워드 부산’ 제안 참전용사 부산 명예시민 추진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명절 앞두고 또 나온 ‘위생불량 업소’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청년 향해 잇단 구애 관련 행사·정책 대거 쏟아내 국제신문 10면 사회

시 “내년 미반영 국비 4건 347억 반영”… 예산 확보 특명 국제신문 05면 종합

통학로 열악 초교에 ‘노란 전신주’ 둔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신중년’ 5060세대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 목소리 고조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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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英 랭커스터대 부산캠퍼스 ‘퍼주기식 계약’ 우려 국제신문 08면 사회

항구·근대역사 현장 등 부산다운 콘텐츠로 가공해야 ‘보석’ 국제신문 06면 기획

나 혼자 간다… 심각한 중장년 고독사 서울신문 15면 사회

부산시설공단, 사회적약자 배려 재능기부 경남일보 10면 인물

부산 경제

수소선박기술 검증 ‘모든 것’ 부산서 해결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해외시장 개척”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보금자리 마련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항 사무국 개소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 해양수산 거점 ‘볼쇼이카멘 물류단지’ 곧 타당성 조사 부산일보 17면 경제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높은 경쟁률 조정대상지역 해제 

어두워지나
부산일보 17면 경제

현실이 된 NO 김해공항발 일본행 5만 명 줄어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 “안전한 연료전지 2050년까지 623MW 보급”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관광 전략, 내부자는 알고 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외국인 ‘혼행족’ “삼겹살 왜 3인분부터 파나요ᅲᅲ” 부산일보 04면 경제

‘이건 꼭 사야 해’ 관광객 지갑을 열어라 부산일보 04면 경제

여름 ‘한방’ 노리는 부산 관광, 비수기엔 넘치는 ‘빈방’ 부산일보 04면 경제

‘사계절 관광도시’ 비결, 마이스 산업이 열쇠 부산일보 04면 경제

부산 화장품의 ‘화려한 성장’ 市 전폭지원에 수출 46% 쑥 서울경제 31B면 전국

국립부산과학관 ‘ASPAC’서 수상 서울경제 31A면 전국

부산항만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 경남일보 09면 경제

집값‘조정대상지역’재검토…가을청약 변수로 부상 헤럴드경제 20면 건설

부산 정치

‘조국 대전’ 놓고 여야 PK 정치권 행보 대조적 부산일보 06면 정치

조국 사태 직격탄, 흔들리는 ‘부울경’ 내일신문 02면 정치

與, 총선 현역평가 준비 착수… 여론악화 PK의원 긴장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예술로 환경 파괴 경고… 관객 참여 확 늘린 바다미술제 국제신문 20면 문화

문체부 가을여행 주간 맞아 부산시 맞춤 관광프로그램 국제신문 16면 경제

수영강 질주하는 세계 각국 용선들 국제신문 22면 스포츠

제11회 부산관광 영상전국공모전 시상식 국제신문 25면 인물

덴마크 디자인 감성, 펄떡이는 한국 에너지를 만나다 조선일보 21면 문화

여행하기 좋은 가을, 산복도로 일주일 살아보기 어때요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시, 세계마술챔피언십 아시아대회 유치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국제영화제 내달 3일 개막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태풍 ‘링링’ 부울경 뒤흔들고 간 태풍 ‘링링’ 천연기념물 전나무도 부러졌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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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으로 천연기념물 나무 부러져… 전국 3명 사망 부산일보 09면 사회

“수확 2주 앞둔 과수원 배 40% 우수수” 넋잃은 농민 동아일보 10면 사회

부산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

2028년 부산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 부산일보 01면 종합

‘비둘기호’ 같은 도시철도 경쟁력 꼴찌… “급행열차로 이용률 

UP”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도시철도 ‘급행’ 도입 노포~다대포 34분 단축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도시철도 1·2호선 급행 운행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지하철 1·2호선에 급행열차 달린다 서울경제 31면 전국

부산 ‘대중교통 혁신’ 1·2호선에 급행 도입 파이낸셜 01면 종합

벡스코 

제3전시장 

올림픽공원 

지정

“벡스코 3전시장, 올림픽공원 부지 최적” 부산일보 02면 종합

“벡스코 제3 전시장 최적지는 올림픽공원” 국제신문 01면 종합

벡스코 제3전시장 올림픽공원 최적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반침하 수사 본격화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하구 “시공사 불법 공사에 장마철 물난리”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단독 신청 국제신문 02면 종합

9/10

부산 시정

아기 울음소리 뚝 끊긴 부산… 10년 새 영유아 인구 7% 급감 부산일보 17면 사회

부산시, 16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850만원 지원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 공중화장실 정화조 모두 폐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청년 10명 중 6명 “부산 떠나고 싶지는 않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이 좋아 일하고 싶지만 절반은 일자리 부족해 떠날 생각 부산일보 04면 기획

주거비 월 40만 원 미만 선호하지만 절반 이상은 초과 지출 부산일보 05면 기획

“지속가능한 체감형 일자리·주거 지원을” 부산일보 05면 기획

부산 도시철도 1·2호선 급행열차 도입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부산·사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생활 어려울때 

연락하세요”
부산일보 19면 경제

“북항 필수 요소 복합리조트, 카지노 넘어선 문화·관광 

콤플렉스”
부산일보 09면 경제

중국인은 ‘센텀시티’ 일본인은 ‘전포 카페거리’로 몰려 부산일보 09면 경제

국내 기업 경쟁력 높이는 ‘필승코리아펀드’ 국제신문 15면 경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출범… 해외 개척 ‘뱃고동’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부산 집값 대전에도 추월당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NO재팬’ 장기화… 대마도 한국상인 피해 심각 국민일보 18B면 사회

부산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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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부품 연구개발 지원…日 수출규제 대응 서울경제 32B면 전국

남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 서울경제 27면 건설

부산시, 금속 이성호·헤어 김민주 공예명장 선정 아주경제 25면 사회

부산 정치

文, 조국 임명 강행… 靑-檢 갈등 격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접점 못 찾던 한국-미래 ‘反조국’으로 뭉친다 부산일보 11면 정치

민주 “대통령 인사권 행사 존중” 조국에 철저한 사법 개혁 당부 부산일보 11면 정치

文, 조국 임명 강행… 검찰개혁 택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조국 임명에 PK 총선구도 ‘출렁’ 국제신문 05면 종합

文, 조국 임명 강행…정국 극한대치 매일경제 01면 종합

“조국, 기왕 된거 검찰개혁을” vs “누가 누굴 개혁하나” 매일경제 05면 정치

吳시장 압수수색 가짜뉴스 겨냥 “일 좀 하게 해달라”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문화
올 추석은 ‘문화 연휴’ 보내세요 부산일보 25면 문화

오늘 전국체육대회 부산선수단 결단식 경남매일 11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분야별 해외전문가 참여하는 기술 검증위 구성 절실” 경남매일 02면 종합

“공항소음방지법 개정해야” 김해시, 국토부에 건의문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마항쟁

“부마항쟁 사망자 더 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계엄군 탱크 4명 탄 택시 뭉개”… 안 밝혀진 부마항쟁 진실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마항쟁재단, 진상규명 촉구 내일신문 21면 기획

부산국제

영화제

BIFF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부산일보 25면 문화

“BIFF 레드카펫서 한복 입은 여배우 거닐게 할 것” 국제신문 28면 인물

부산영화제 ‘아시아영화인상’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선정 경향신문 25면 인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BIFF 올해의 亞영화인상 한국일보 21면 문화

수정터널 

상부 

공원 조성

참나무 숲 맑은 ‘수정터널’ 부산일보 17면 사회

수정터널 상부공간 준공식 국제신문 10면 사회

수정터널 윗공간, 공원으로 탈바꿈 파이낸셜 04면 부산

오시리아 

100% 유치 

임박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트렌디·유스타운 사업자 찾았다 부산일보 14면 종합

오시리아 잔여부지 3곳 주인 찾았다… 100% 유치 임박 국제신문 14면 경제

세계 최초 

5G 드론 

실증플랫폼

부산에 세계 최초 5G 해양 드론 실증센터 들어선다 부산일보 19면 경제

5G 기반 드론 실증플랫폼 세계 최초로 부산에 만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장림 표면

처리단지

뿌리산업 

선정

부산장림표면처리특화단지, 뿌리산업 선도단지로 선정 부산일보 19면 경제



2019년 시정일지

368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장림 표면처리특화단지, 뿌리산업 선도단지 선정 국제신문 15면 경제

장림표면처리단지 뿌리산업 선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주력품 

1300만 

달러 성과

부산 주력 18개 품목 모스크바·두바이서 1300만 달러 계약 

추진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 주력품 두바이·모스크바로 18개사, 1300만달러 계약 

성과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주력산업, 러·두바이서 ‘부활 신호탄’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금정구 금정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제동’ 부산일보 17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특혜성 수의계약 ‘사실로’ 부산일보 16면 사회

사하구 일본 규탄 결의문 거부 구의원 두고 시끌 부산일보 17면 사회

수영구 광안리해변, 태풍만 오면 ‘쓰레기 습격’ 곤욕 부산일보 16면 사회

해운대구 한때 썩은 물 오명 석대천 ‘수달의 귀환’… 해석 분분 국제신문 10면 사회

9/11

부산 시정

부산 엄궁·반여농산물시장 잔류농약 검사 대부분 적합 부산일보 12면 사회

“시민공원 공공성 확보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민공원 공공성 확보 ‘진통’ 국제신문 10면 사회

30일부터 용호·다대부두도 강제도선구역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市 건축주택국장 선임 ‘딜레마’ 부산일보 02면 종합

“보일러 없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봉사로 온기 나눠 드려요”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마산 복선철 출퇴근 기능 보완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 250억 투입 민간어린이집 사들인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6원 국제신문 01면 종합

‘유령’처럼 산 무연고 할머니의 마지막 길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북항 재개발… 항만 효율 높이고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 

만들 것”
서울신문 19면 인물

추석 농산물 90건 중 89건 ‘적합’ 경남매일 16면 경제

오거돈 시장, 추석 연휴 민생 탐방 실시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부산 투자설명회에 유명 은행 ‘북적’ 외국계 금융기관 2~3개 

유치 기대
부산일보 15면 경제

전 세계 자동제어 최고 권위 ‘IFAC 학술대회’ 부산 유치 부산일보 15면 경제

‘조정지역’ 재검토하는 국토부, 부산 해수동은 논의 안 했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청약 열기가 올해 조정지역 해제 발목 잡나 국제신문 14면 경제

4차 먼저 가야 부산 미래 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철학 담은 스마트 기술 부산일보 04면 기획

지역 제조-IT 업체 손 맞잡고 성과 향해 한 걸음 더 부산일보 04면 기획

산업에 더하고 도시에 입히고 부산일보 05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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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부산 시민참여형 DB 구축해야” 부산일보 05면 기획

부산 올 신설법인 역대 최다… 뜯어보니 내실 없네 국제신문 15면 경제

동아대, ‘드론 글로벌 허브센터 건립’ 추진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신설법인 창업 급증… 불황우려에도 역대 최고치 한국일보 12C면 부산

무역사절단 1300만달러 계약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공유 경제로 주차난 푼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청년일자리, 청년들이 직접 만든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완판’ 눈앞 … 잔여부지 3곳 남아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항내 선박추돌예방시스템 내일신문 15면 산업

부산청년 60% “일자리 때문에 고향 떠난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부·울·경 시·도지사 지지율 바닥 이유는 부산일보 10면 종합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 논란 부산일보 01면 종합

靑 “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vs 野 “전용기록관 셀프 건립”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시정 평가 중앙이슈 따라 ‘요동’ 국제신문 05면 종합

내달 11일 부산시 국감 부산의료원장 선임 등 난타전 예상 국제신문 04면 정치

부산한국당 원외 “지도부·의원 사퇴하라” 국제신문 05면 종합

조국 법무부 “윤석열 뺀 조국 수사팀 만들자” 중앙일보 01면 종합

검찰, 조국 모친 집 찾아가 … 경비원 “집에 없다 하니 돌아가” 중앙일보 06면 정치

‘기회의 불평등’ 2030에 대못으로 박히다 한국일보 01면 종합

의전원·부산시 고위층… ‘조국 타깃’ 수사망 넓히는 檢 한국일보 02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 전국체전 7위로 도약” 부산일보 22면 스포츠

“흘린 땀 헛되지 않도록”… 전국체전 부산 선수단 결단식 국제신문 24면 스포츠

부일영화상 후보작 호텔서 공짜로 본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전통 줄타기 공연·현대미술 체험·고전영화 감상… 골라서 

즐기세요
부산일보 21면 문화

“양질의 강의로 졸업작품 영화 수준 높일 것” 국제신문 26면 인물

덕수궁 ‘대한제국’으로 시간여행 한겨레 B06면 문화

“日강제 동원은 민족 문제 아냐… 보편적 인권을 훼손” 한국일보 28면 인물

풍성한 지역축제·공연 … 길 막히면 잠시 쉬어가세요 매일경제 C02면 특집

부산국제

영화제

BIFF 뉴 커런츠 후보작 14편 선정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 영화의 바다에 빠져볼까 한국경제 31면 문화

부마항쟁
가발 제조업체 여공 187명의 농성 유신독재체제 종말 

도화선이 되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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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재단 “고 유치준씨 항쟁 사망자 인정 환영” 경남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지역

화폐 발행

부산시, 내년 지역화폐 ‘1조 원’ 발행 추진 부산일보 02A면 종합

부산시, 내년 1조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내년 1조 규모 지역화폐 발행 한국일보 12C면 부산

“내년 1兆 규모 지역화폐 발행”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지역경제 살리기 1조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경남매일 15면 경제

신항 

배후단지 

지반침하

신항 웅동 배후단지 ‘땅꺼짐’ 최대 150㎝ 지반침하 확인 부산일보 11면 사회

“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심각 최대 1.5ｍ…더 내려앉을 수도”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신항 배후단지 최대 1.5m 내려앉아 서울경제 29B면 전국

금정구 다시 불붙는 ‘금정산 특수학교 건립’ 갈등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상구 선거 토론회 피하려고… 고의 교통사고 모의한 사상구청장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국공립 어린이집 토지 사용만료로 운영중단 위기 국제신문 09면 사회

중구
윤종서 중구청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부산일보 11면 사회

윤종서 중구청장 2심도 당선 무효형 국제신문 15면 경제

해운대구 “미포공영주차장 지상 증축 반대” 국제신문 10면 사회

9/12

부산 시정

추석 문 여는 병원·약국 꼭 확인하세요 부산일보 02면 사회

전국 시외버스 전산망 먹통, 속 타는 귀성객 부산일보 02면 사회

‘옴’ 다시 창궐하는데… 보고·조사 의무 없어 무방비 국제신문 07면 사회

“고독도 마음먹기 나름”… 요리 배우며 벗 만드니 신바람 국제신문 05면 기획

부산 중장년 1인가구 이혼·사별 사유 많고 다수가 고민 혼자 

해결
국제신문 05면 기획

부산 경제

부산 실업률,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아 부산일보 11면 경제

살아나는 고용… 실업률 199년 이후 최저 파이낸셜 01면 종합

中 청산강철 합작 국내 길산그룹 “부산 유치 시 연 2000명 

고용 효과”
부산일보 11면 경제

부산신보 이사장 ‘폭언 단톡’… 간부들은 새벽 4시까지 떨었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감정 상했다고 단톡방서 밤새 폭언한 신보 이사장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집값 끝모를 늪 “이젠 살려야”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2050년까지 친환경 연료전지 623㎿ 공급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文 대통령 “개별 기록관 원치 않아” 부산일보 06면 종합

조국 수사 檢 칼끝 부산 관가 겨누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보수 야당, ‘귀성 인사’ 대신 ‘규탄 집회’ 부산일보 04면 정치

‘민생 띄우기’ vs ‘조국 때리기’… 여야 극명한 귀성인사 국제신문 04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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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여성 정치인 ‘조국 아웃’ 앞장 국제신문 04면 종합

‘딸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이르면 이달 말 재판 시작된다 국제신문 03면 정치

검찰,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수사 재개 조선일보 03면 정치

부산 문화

‘흉물’ 논란 수직정원 ‘작가와 협의 없이’ 식물 추가 식재 확정 부산일보 05면 종합

차가운 자연에 가 닿는 따뜻한 시선 ‘핀란드의 눈’을 경험하다 부산일보 15면 문화

광안대교 22일 올해 마지막 보행 개방 행사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광안대교, 22일 시민들에게 또 열린다 국민일보 16A면 사회

부산 광안대교, 22일 오전 시범개방 서울신문 16면 전국

광안대교 보행길 22일 다시 열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日 해양개발박람회의 선물… 태평양 지역 희귀 선박·유물 

남겼다
국제신문 16면 기획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확장해도 수요 감당 못 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국제

영화제
해운대 해변 떠나는 ‘BIFF 빌리지’… 관객과 더 멀어질라 국제신문 21면 방송

동구 부산 첫 공공통학버스 16일부터 ‘뛰뛰빵빵’ 부산일보 08면 사회

부산진구 주말·공휴일 서면 젊음의거리 차 못 다닌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사상구
사상구청장 입건… 경찰 “허위진단서 제출 뒤 토론회 불참” 국제신문 06면 사회

선거토론회 피하려고 고의 교통사고 모의한 사상구청장 경향신문 14면 전국

사하구 주민과 함께하는 ‘두툼한’ 추석 부산일보 02면 사회

영도구 영도 해녀들의 안식처 생긴다 부산일보 08면 사회

해운대구
이번엔 보상금 ‘발목’…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 ‘난항’ 부산일보 08면 사회

해운대구 주관 첫 반딧불이 행사 반짝반짝 빛났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시 산하기관 ‘닮은 꼴’ 위탁사업 재편 절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동물 유기, 서울보다 경남 더 많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은행 열매 사전 채취로 악취 잡는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잡는다 아주경제 21면 사회

부산형 주민자치회 만들기 의견 듣는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서부산청사 입주예정 4개 기관 시청앞행복주택으로 이전 논란 국제신문 01면 종합

8자리 차 번호판 인식 먹통 아직 수두룩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60% 불과 국제신문 10면 사회



2019년 시정일지

372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복지사각 어르신 지원·돌봄 공공사업에 힘 보탤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잘 돼 갑니까” 동아일보 06면 국방

文대통령 연휴중 ‘아세안 문화원’ 깜짝 방문 조선일보 08면 국방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민의 힘 보태주세요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시 2020년 생활임금시급 1만 186원 경남일보 08면 경제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출범 부산·울산·경남 협력 시동 문화일보 12면 사회

남해안 적조 부산 확산 비상 해류 따라 이동 가능성 높아 문화일보 12면 사회

부산 경제‘

부산항 항만노동자 사상 첫 공채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항 신항 크레인 높이 50m 시대 부산일보 17면 경제

“올해 부울경 車·조선업 경기 개선·고용 회복” 부산일보 06면 정치

규제혁신·부동산 정상화·관광인프라 ‘3박자’ 해법 찾는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세상 바꿀 녹색기술 한자리… 올핸 취업박람회도 열려요 국제신문 16면 경제

청년들 부동산 관심 증폭… 정부도 주거지원 잰걸음 국제신문 18면 부동산

부산 해양관광 이끌 새로운 ‘스타 탄생’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자카르타서 치과 전시회 부산-인니, 공동관 운영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동남권 조선·자동차산업 일자리 박람회 19일 열린다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부산신보 이사장, 간부 채팅방서 한밤 폭언 경남신문 06면 사회

부산 정치

파면 연대로 민심 잡으려는 野, 할 일 하자며 조국 덮으려는 與 부산일보 03면 정치

“검찰 조직 문화 바뀌어야” vs “추석 참배 언론 플레이” 부산일보 03면 정치

고향 민심 이반에… 문 대통령·조국 추석연휴 나란히 부산행 국제신문 04면 종합

조국 “검찰 제도·문화 바꿔야”… 개혁의지 다져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바른미래당, ‘反 조국’ 부산발 보수연대 시동 국제신문 04면 종합

“정쟁 그만” “조국 퇴진”… 여야, 추석민심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조국 임명 강행에 분노한 민심 확인” 한겨레 04면 정치

뉴욕서 만나는 한미정상 ‘한반도 평화 훈풍’ 기대감 머니투데이 06면 정치

PK 단체장 직무수행 언제쯤 바닥세 면할까 경남매일 01면 종합

국비 확보 늘었지만 매칭예산 더 늘어…부울경, 지방채 발행 문화일보 12면 사회

檢, 조국 ‘靑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도 본격수사 문화일보 03면 정치

“조국 파면, 전국에 확산”… 한국당·바른미래 ‘부산연대’ 결성 문화일보 05면 정치

부산 문화

중구·해운대 이어 서면… 쑥쑥 자라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부산일보 11면 사회

“원도심 산복도로, 주거지로 적합하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요” 부산일보 25면 인물

OTT 잡아야 미래 보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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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찍기’ 좋은 도시에서 ‘만들기’ 좋은 도시로 바꿔라 부산일보 04면 영화

글로벌 OTT 시장 ‘지각변동’ 부산일보 04면 영화

영화의 감동을 관광의 설렘으로… 영화-관광 연계·상생하라 부산일보 05면 영화

“’부산행’ 보고 부산 가고 싶었어요” 부산일보 05면 영화

제1회 40계단예술교육영화제 18일 개막 국제신문 20면 문화

BIFF 지석영화연구소, 내달 5~11일 ‘포럼 비프’ 개최 국제신문 20면 문화

관광산업도 뭉쳐야 경쟁력… 부울경 협업 서둘러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남해·거제·통영 묶음 여행상품 눈길 국제신문 06면 기획

내년부터 불꽃축제에 키즈관람존 생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영화제 ‘속’을 보면 더 즐겁다 경남매일 14면 방송

가을여행, 일본보다 부산이 좋아요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마항쟁
부마항쟁 40년, 새 여정 들어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 첫 참석… BIFF도 특별 행사 국제신문 03면 종합

완월동

‘고혈 짜낸 착취 피라미드’ 최상위 업주·건물주에 개발이익 안 

돼
부산일보 08면 기획

“보상 통한 재개발 아닌 도시재생으로 자발적 폐쇄 유도해야” 부산일보 08면 기획

부산시 

기관장 

성 비위 사태

잇단 장애인 시설장 성비위에 기관 전수 조사 부산일보 10면 사회

이번엔 부산장애인일자리센터장이 성 비위 부산일보 08면 사회

부산시, 성희롱 장애인복지시설 기관장 직무배제 국민일보 16A면 사회

기장군 가을밤 유쾌한 추억 만들기 ‘2019 기장 열린음악회’ 오세요 부산일보 19면 문화

부산진구
서면 ‘주말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전 부산일보 11면 사회

관광쇼핑 1번지, 시민 힘이 원천 내일신문 04면 자치

사상구
사상구, 자살예방 우수 지자체로 장관 표창 부산일보 25면 인물

김대근 사상구청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건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천마산터널 위 주택 균열 정밀진단 부산시 ‘뒷짐’에 주민이 

용역 ‘주도’
부산일보 10면 사회

수영구 옛 미월드 땅 호텔 건립 새 주인 맞아도 ‘안갯속’ 부산일보 02면 종합

해운대구
반송큰시장, 해운대 첫 문화관광형 시장된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온천길 “차로 축소” vs “일방통행” 국제신문 10면 사회

9/17

부산 시정

무분별한 개발 대신 관리 중심으로… 부산 건축, 패러다임 

바뀐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건물 높게 올리다 보니 바다와 산 단절, 미래세대 위해 

지어야”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진·남·금정·연제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설치 부산일보 11면 사회

원전 인근 주민 안전·알 권리 강화한다 부산일보 12A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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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차 없는 날’ 기념 부산 공공기관 주차장 18일 하루 동안 

이용 제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전역 공공기관 1일 주차장 이용제한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서 적당한 일자리·적당한 내 집 마련, 많은 걸 바라나요?” 부산일보 04면 기획

월 30만 원씩 10년 모아도… 결혼·신혼집 ‘미션 임파서블’ 부산일보 05면 기획

“내집 마련 대출금 상환 최대 부담” 부산일보 05면 기획

‘운전하기 험한 도시’ 사고 나면 중상… 해답은 속도 줄이기 부산일보 23면 사회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보험’ 예산 늘려도 부산 가입 저조 국제신문 10면 사회

“발달장애인도 자립 꿈꿔… 거주공간 지원책 마련해야” 국제신문 28면 인물

부산 경제

골든벨·취업콘서트… 산·학·연·관 함께하는 ‘마이스 축제’ 부산일보 18면 경제

전 세계 70개국 4차 산업혁명 분야 과학자 3500여 명 부산 

온다
부산일보 18면 경제

조정지역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서 제외 부산일보 16면 경제

조정지역 임대주택 샀다면 올해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 국제신문 15면 경제

어선감척·어획량 감소 해결책 모색 해수부, 지역수산업계와 

머리 맞대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부산형 지역화폐 첫걸음부터 진통 국제신문 01면 종합

위워크 BIFC, 청년 31명 채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벡스코, 공학·과학 국제회의 잇단 유치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산업체질,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으로 바꿀 타이밍”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에 길 있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골목사업’ 이행률 높지만 ‘대형사업’ 낙제점 부산일보 08면 기획

조국 민정수석 시절 의혹도 수사 국제신문 03면 종합

커지는 與 단체장 리스크… 흔들리는 낙동강벨트 국제신문 05면 종합

청와대·사드기지·원전까지… 이미 드론에 뚫렸다 조선일보 10면 국제

“공공기관 2차 이전, 투자 대비 성과 좋은 도심형 검토 필요” 한겨레 08면 기획

부산 문화

건축에 담긴 소소함 발견하는 재미… 집 의미를 묻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포켓몬고 보단 BTS?… 부산시민공원 방문객 역대 최고 되나 부산일보 02면 문화

무대 같은 전시장·관람객이 배우로… 미술, 공존·상생을 입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통영·여수 해상케이블카 대박 나자 전국 30여 곳 지자체 

너도나도 추진
중앙일보 18면 전국

부울경 주민 ‘금정산 국립공원’서 힐링할 날 머지 않았다 경남매일 17면 기획

동남권

신공항

환경단체 “김해신공항 검증위, 낙동강 생태 파괴 재검증해야” 부산일보 10면 종합

오늘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첫 회의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시정 이모저모

375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김해신공항 검증 신경전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건설 시 서낙동강 생태계 파괴” 경남매일 05면 사회

총리실 신공항 재검증 3개월째 ‘제자리’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마항쟁

끝없는 ‘분노’ 행렬… 부마민주항쟁 광복동 사진 최초 공개 부산일보 11면 사회

2022년 개관 부산민주공원 별관에 부마항쟁 특별관 설치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눈앞’ 경남신문 06면 사회

40주년 맞는 부마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 문화일보 11면 사회

유신독재 끝낸 ‘10·16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

동남권 관광

본부 출범

동남권 관광본부, 광역관광 큰 틀 짤까내일신문 04면 정치 부산일보 01면 종합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개소… ‘부울경 경제공동체’ 시동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울·경 관광 사령탑 동남권관광본부 개소 국민일보 17B면 사회

관광으로 하나 된 ‘부·울·경’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울경 ‘관광 컨트롤타워’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출범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울경 동남권 관광 활성화 맞손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부산에 문 열어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경ᆞ부ᆞ울 관광분야 협력 시동 걸다 경남매일 03면 종합

‘경부울 관광 컨트롤타워’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출범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울·경, 동남권광역관광본부 개소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울·경, ‘관광 컨트롤타워’ 시동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

오늘 오전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 부산일보 11면 사회

오늘 낙동강 하굿둑 수문 두 번째 시범 개방 국제신문 08면 사회

낙동강 하굿둑 오늘 두번째 개방… 수질·생태계 변화 관찰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농민 반발 거센데…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 문화일보 12면 전국

反조국연대

힘 합친 ‘반조국연대’ “조 장관 해임” 촉구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발 ‘反 조국연대’ 매주 한 차례 파면요구 집회 연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조국 고향 부산에서부터 ‘야권연대’ 시동 조선일보 06면 정치

부산시당 간 “反 조국 연대” 손잡은 한국당·바른미래당 한국일보 05면 정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부산시당 ‘반 조국 연대’ 기자회견 열어 경남신문 04면 종합

기장군

이케아 동부산점 500여 명 채용 부산일보 02면 종합

‘장애인 바우처 착복’ 기장 복지법인 인건비도 횡령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어린이 테마파크 생긴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사상구 김대근 구청장 두고 여당서도 부글부글 국제신문 05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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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20개 있는데… 영도 전망대 또 설치 논란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퀴어총궐기’ VS ‘동성애 반대’ 주말 해운대 맞불 집회 부산일보 12면 사회

9/18

부산 시정

“공·폐가 개선하고 가로등 밝게 해주세요” 부산일보 16면 기업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자” 부산 구·군 모두 조례 제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두 번째 열린 낙동강 하굿둑 수문 부산일보 01면 종합

개통 8년 부산김해경전철, 수송분담률·탑승객 증가 뚜렷 부산일보 12면 부산

혼잡 없는 도시철도 급행열차 가능할까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정신질환자 입소시설 수 ‘바닥권’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형 無장애 보행존 조성… 민관, ATC 성공적 개최 합심 국제신문 03면 종합

도심 하천 악취·수해 ‘스마트 수문’으로 막아낸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경남 농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국제신문 01면 종합

확산 여부 일주일이 고비… 文 “초동 단계서 철저히 차단” 국제신문 04면 종합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3년째 혼란 국제신문 10면 사회

“효율적 구조와 대원 복지 위해 청사 필요” 국제신문 26면 인물

부산 경제

BIFC 핀테크허브센터, 청년 40명 채용 부산일보 15면 경제

에코델타시티 시공사에 고려개발 컨소시엄 부산일보 15면 경제

에코델타시티 3-2공구 시공사는 고려개발 컨소시엄 국제신문 145면 경제

‘장기미제’ 된 한·일어업협정 “감척 확대하라”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해양산업 애로는? 부산시·시의회 기업 목소리 듣는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25일 개최 ‘아·태관광총회’ 참가도시 역대 최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장노년일자리박람회 오늘 개최 국제신문 20면 노동

부산시 오늘 시청서 장노년일자리박람회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장노년 351명 채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적조 북상… 기장 앞바다까지 ‘주의보’ 국제신문 09면 사회

명사들 사연 담긴 애장품 속속 답지 나눔 축제 부산 위아자서 

만나요
중앙일보 18C면 영남

부산 정치

‘조국 정국’ PK 정치 판도 흔드나 부산일보 06A면 정치

“대표가 했으니…” 삭발 릴레이 조짐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시 “국정감사 빼달라” 전방위 로비 논란 부산일보 01면 종합

한 명 빼곤 공약 3개 중 1개만 이행… 다선·장관 이름값 무색 부산일보 08면 기획

민주부산시당, 구·군과 예산 당정협의회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올해 ‘BIC페스티벌’ 역대 최다 관객 부산일보 16면 기업

문화콘텐츠 매출액 85% ‘수도권 쏠림’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377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후원 기업 광고 제한에 멈춰선 ‘부산국제서핑페스티벌’ 부산일보 11면 사회

日명란젓 원조는 초량, 아셨나요?… 숨겨진 ‘부산의 매력’ 

펼치자
부산일보 04면 기획

다대포서 레저 즐기고 산복도로 일주일 살기 부산일보 04면 기획

두 번째 해상케이블카… 미래 먹거리인가, 풍경 삼키는 

‘흉물’인가
부산일보 05면 기획

출장 온 김에 여행도 하고… 부산 찾는 ‘블레저족’ 잡아라 부산일보 05면 기획

스케일 커지는 ‘BIFF 아시아필름마켓’ 서울경제 33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검증’ 해외 전문가 포함 놓고 PK-TK 격돌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해신공항 검증 지지부진 방식·위원 구성 놓고 신경전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총리실 김해 신공항 재검증 ‘파행 조짐’ 경남신문 02면 종합

신공항 첫 실무회의…각 지자체 입장 표명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마항쟁

“국민의 힘으로 쓴 위대한 역사 함께 기릴 수 있어 뜻깊어” 부산일보 06면 정치

10월 16일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드디어 제 위상 

찾았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10·26사태 없었다면… 부마항쟁, 역사에 폭거로 기록됐을 

것”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마민주항쟁 10월 16일 40년만에 국가기념일 지정 국민일보 17면 사회

드디어 부마항쟁도… 4대 민주항쟁 모두 국가기념일로 서울신문 08면 종합

부마항쟁 시작된 10월16일, 국가기념일 된다 한겨레 13면 전국

부마항쟁 일어난 10월 16일 40년 만에 국가기념일 지정 한국일보 11면 사회

10·16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 서울경제 29면 전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됐다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40주년 기념식 정부가 주최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부마항쟁 재평가 환영” 경남도민일보 07면 사회

‘부마항쟁 첫 국가기념식’ 10월 16일 마산서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경남일보 01면 종합

민주주의 불씨 살린 시민항쟁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산시·5.18기념재단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환영’ 내일신문 20면 기획

창업촉진

지구 지정

센텀·서면·부산역·사상·영도 전국 첫 산업별 창업촉진지구 부산일보 15면 경제

‘창업 1번지 부산’ 윤곽 나왔다… 촉진지구 5곳 지정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센텀·영도·사상 등 5곳 창업촉진지구로 지정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시, ‘창업촉진지구’ 5곳 지정계획안 발표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창업 촉진지구 5곳 추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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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창업촉진지구’ 5곳 선정 매일경제 28면 전국

亞 제1 창업도시 도약 부산시 밑그림 나왔다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시, 5개 특화 창업촉진지구 765만4000평 조성 계획 발표 아주경제 20면 사회

전국 첫 창업지구 지정 부산, 스타트업 도시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창업 도시’ 밑그림 그렸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시 ‘亞 창업도시’ 청사진 나왔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낙동강 

하굿둣 

2차 개방

낙동강 하굿둑 수문 ‘상시 개방’ 속도 내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낙동강 하굿둑 수문 내년 3월엔 하루 이상 연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 농민들 반대 동아일보 10면 사회

“재첩 살리자고 농민 죽이나” 낙동강 하굿둑 개방반대 시위 조선일보 12면 사회

낙동강 하굿둑 개방 찬반 집회 한국일보 10면 사회

배 타고 ‘환영’ vs 트랙터 끌고 ‘반대’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보행

권리장전 

발표

보행권리장전 부산시 발표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민과 함께 걷는 부산”… 시, 보행권리장전 채택 국제신문 01면 종합

함께 걷는 부산 선포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누구나 편하게 걷는다… 부산 ‘보행권리장전’ 발표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구

동구 ‘e바구페이’ 출시 한 달 만에 올 목표치 45% 달성 부산일보 10면 사회

“가입·이용 편리 e바구페이 이거 쓸만한데” 국제신문 09면 사회

원도심 동구 수입차 수 ‘부촌’ 해운대 이어 2위 부산일보 15면 경제

사상구 사상구청장, 선거 ‘이중장부’ 있었다… 최소 854만 원 미신고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사하구,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평가 1위 국제신문 29면 인물

해운대구 해운대서 주말 동성애 찬반 집회… 양측 충돌 우려 국제신문 10면 사회

9/19

부산 시정

‘하나 마나’한 부산 공공기관 ‘차 없는 날’ 부산일보 10A면 사회

“단톡방 폭언 부산신보 이사장 해임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도시철도서 전동휠체어 탄 70대 선로 추락 부산일보 10A면 사회

휴대기기로 ‘나만의 주치의’를! 사회적 약자 위한 서비스도 

확대
부산일보 08면 기획

‘헬스케어 식민지’ 면하려면 기업 스스로 바뀌어야 부산일보 08면 기획

세종시 ‘시속 50㎞ 제한’ 구간, 보행자 사망사고 절반 뚝 부산일보 11면 사회

지역 사립대·도시철도 역명 “병기해야” vs “형평 상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도시철도 80억 명 태워 지구~태양 2배 거리 달렸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지자체 행사 올스톱 확산 차단·방역 총력 국제신문 08면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내년부터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 파이낸셜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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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사민정 모여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세미나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 경제

‘세계화의 둔화’ 석학 ‘WOF’ 문 연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803개 부스 친환경 신기술 향연… 트위지 관심 집중 국제신문 14면 경제

창업공간 만든다더니 스타트업 입주 ‘0’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외국인 근로자 임금 246만원… 국내 대졸 초임보다 많다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 외국인 근로자 임금, 대졸 초임보다 높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박용만 “경제, 버려진 자식같아… 기업도 국민도 앞길 캄캄” 동아일보 10면 종합

박용만 “경제,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기업들 어떻게 살아갈지 

앞길 캄캄”
세계일보 15면 경제

‘日경제보복’ 일 줄어든 14개사에 고용유지금 머니투데이 03면 종합

부산 21~22일 ‘골목마켓 페스티벌’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벡스코, 세계적 학술대회 잇따라 유치한 비결 한국경제 28A면 지역

청년-중소ᆞ중견기업 연구인력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 ‘블록체인’도 금융 서비스업 인정 내일신문 02면 정치

부산 정치

與 ‘현역 물갈이’ 시동… 부산·경남은? 부산일보 04면 정치

조국 장관 직접 겨누는 檢 부산일보 01면 종합

‘조국, 가족펀드 투자처·내용 알고 있었느냐’가 검찰 수사 관건 부산일보 03면 정치

“투자보고서 급조, 조국이 요청한 것” 조선일보 01면 종합

검찰, 큐브스 前대표 영장청구… 조국 연루說 집중수사 조선일보 03면 정치

‘최장수’ 6선·4선·3선 등 ‘다선’ 수두룩한데… 50%도 못 넘겨 부산일보 05면 기획

정의당 부산시당 총선기획단 설치 국제신문 04면 종합

민주당 거세진 중진 물갈이론… 수세국면 탈출 시도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커지는 PK 현역 용퇴론… “대의 위해 희생해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다가오는 총선…커지는 정치적 부담 경남도민일보 03면 정치

부산 문화

“’곰 엄마’ 얼굴을 돌려주세요” 세계 최고 셰프들 해운대에 

모인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나도 주인공’… 영화를 맛보다 부산일보 23면 여행

‘이방인이 되어 버린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찾기 부산일보 18면 문화

모두가 즐거운 시간 ‘시민뜨락축제’ 돌아왔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일상 속 건축의 작지만 소중한 가치 공유한다 국제신문 24면 문화

동래 빛낸 독립운동가 활약상 부산스토리텔링축제서 만나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민회관 문화놀이터로 오세요 국제신문 24면 문화

부산지역 구청사의 변신… 힐링, 여가생활 공간으로 한국일보 14C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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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검증 정책 판정 필요성 경부울-대구경북 입장차 복병 경남도민일보 03면 정치

김해신공항 검증 ‘끝없는 활주로’ 경남매일 01면 종합

부마항쟁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항쟁 정신’ 온 국민이 되새길 

것”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마항쟁 발원지 표지석서 “위대한 시민의 승리… 완전한 진상 

규명 필요”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영합니다” 서울신문 16면 전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환영 한목소리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부마항쟁, 과거 아닌 현재진행형” 경남도민일보 07면 사회

부마민주항쟁 발원지서 외치는 ‘유신철폐’ 경남매일 01면 종합

“부마항쟁은 민주주의 위대한 역사” 경남매일 03면 종합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합니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역사적 재평가 계기될 것”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마민주항쟁 재평가하는 계기될 것” 경남일보 02면 종합

유신독재 무너뜨린 ‘부마항쟁 그때처럼’ 내일신문 06면 자치

부산 장노년 

일자리

박람회

부산 장노년 일자리 박람회 국제신문 09면 사회

일자리 박람회 찾은 중장년층 조선일보 16면 사회

‘2019부산장노년일자리 박람회’ 중앙일보 14면 종합

장노년 ‘내 일자리는...’ 한겨레 06면 종합

1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19 부산장노년일자리박람회’ 한국일보 01면 종합

유라시아

플랫폼

부산역광장, 청년 ‘창업·문화공간’ 변신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역광장의 재탄생 ‘부산유라시아플랫폼’ 한국일보 14C면 부산

유라시아플랫폼 오늘 개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동구 경제거점 역할 ‘유라시아플랫폼’ 개관 서울경제 32B면 전국

유라시아 관문 부산역 4차 산업혁명 출발지로 파이낸셜 01면 종합

오가기 바빴던 부산역, 이젠 발길 붙잡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역광장, 부산유라시아플랫폼으로 재탄생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공포 부산일보 06면 종합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 감염 안 돼” 부산일보 06A면 종합

‘돼지열병’ 확산… 돈육 파동조짐 국제신문 01면 종합

밤잠 설쳐가며 축사 소독 전쟁… 돼지 출하 막혀 ‘속앓이’ 국제신문 03면 종합

해운대구 해운대 송정천서 원인 모를 기름띠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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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부산 시정

‘전천후’ 새 다누비열차, 태종대 누빈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청년 탈부산 막아라” 전담지원팀 ‘속속’ 부산일보 01면 종합

유행 따라 ‘보여 주기식 행정’보단 ‘밀착형 소소한 정책’ 

제시해야
부산일보 05면 사회

가장 급한 청년 정책은 행복주택 확대 부산일보 05면 사회

전국 첫 시청·시교육청 합동 박람회 부산일보 10면 사회

‘안티 드론’ 체계 구축 국가핵심시설 지킨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기초단체장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부산일보 10A면 사회

“부산 이주민 공공의료통역시스템, 더 확장해야” 부산일보 11A면 사회

성매매 집결지에 문화공간 마련… 일반인 드나들자 업소 문 

닫아
부산일보 04면 기획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 만들어야 다른 업소 재유입 막을 수 

있다”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시, 부실·난립 센터 구조조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센텀서 11분이면 남해고속도 진입… 인접도로 교통량 21% 

감축
국제신문 15면 기획

2011년 경제성에 발목 잡혔던 사업, 2013년 급물살 국제신문 15면 기획

1대 뿐인 구·군 보건소 구급차, 행사 무분별 동원 국제신문 10A면 사회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 구·군으로 확대 국제신문 10A면 사회

부산신보 노조 “이사장 해임을” 국제신문 10면 사회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규제개선 드라이브 서울신문 16면 정책

오거돈 부산시장, 차 없는 날 대중교통 출근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경제

미래 농업 열어가는 부산 농업인! 부산일보 16면 경제

“농업 미래 이끄는게 우리 아인교” 국제신문 10A면 사회

부산시 금융업 지원대상에 블록체인 추가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시 ‘블록체인 업종도 금융 서비스업…내년 말까지 조례 

개정’
국제신문 03면 종합

‘2020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부산 32곳 선정 국비 60억 확보 부산일보 16면 경제

너무 넓다 지적에… 유라시아 플랫폼 관리동 공간 축소 국제신문 09A면 사회

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국제신문 14면 경제

‘스마트 워터시티’ 위한 최신기술 봇물 국제신문 14면 경제

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BPA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2025년 LNG추진선이 신규 발주 60%”…조선 기자재 호재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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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학과 협력으로 기술력 키워야” 국제신문 18면 문화

“유망 벤처·스타트업 근무할 청년인재를 찾습니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조국 ‘리스크’ 野 총선 ‘자신감’ 부산일보 06면 정치

20대 마지막 국감 ‘조국 증인’ 채택 놓고 야 “돼” 여 “안 돼” 부산일보 06면 정치

‘공약 이행’ 반타작도 못 한 20대 부산 의원 부산일보 08면 정치

서병수, 못 나오나 안 나오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오늘 서면서 첫 촛불집회 국제신문 04면 종합

“조국이 받은 초안에는 블라인드 조항 없었다” 동아일보 01면 종합

檢 “경찰 버닝썬 수사 허술”… 조국 민정실 입김 있었나 조사 동아일보 04면 정치

조국펀드 관련된 WFM 유령회사가 100억 투자 중앙일보 01면 종합

검찰, 이인걸 불러 조국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조사 중앙일보 05면 정치

내일 부산 같은 장소서 퀴어 축제 vs 반대 집회…충돌 우려 문화일보 12면 사회

한국당, 부산서 촛불…“曺부부 휴대폰 압수하라” 헤럴드경제 04면 정치

부산 문화

‘밥 같이 묵을랑교?’ 좋아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탄 미혼모 돕기, 세계적 셰프들 부산에 경향신문 26면 인물

“국립부산과학관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건축제’ 개막 한국일보 12C면 부산

빅매치 펼쳐질 한국의 명품 코스들…세계 골프팬 사로잡는다 한국경제 C05면 골프

부산국제

영화제

24, 다시 시작! BIFF 2019 부산일보 B01면 특집

새로워진 섹션, 관객 곁으로 성큼 부산일보 B02면 특집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전부 준비했어” 부산일보 B03면 특집

거장 감독·화제작과 가슴 뛰는 만남 부산일보 B04면 특집

국내영화 100년의 희로애락, 필름으로 다시 본다 부산일보 B06면 특집

포럼 비프, 내달 5~11일 개최 부산일보 B06면 특집

“부산, 영상산업 중심지되려면 영화인들 정착시켜야” 부산일보 B08면 특집

관객이 직접 만드는 ‘영화제 안의 또 다른 영화제’ 부산일보 B10면 특집

아시아 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만난다 부산일보 B14면 특집

‘베를린’ ‘칸’의 화제 그 영화, 부산의 화제가 된다 부산일보 B16면 특집

눈물·웃음·환호·공포까지… 관객들 쉴 틈 없겠네 부산일보 B18면 특집

한국 사회·지구촌 주변부에 보내는 따뜻한 시선 부산일보 B20면 특집

최우수 작품상 ‘기생충’ ‘강변호텔’ ‘암수살인’ 등 경합 부산일보 B22면 특집

‘아낌없이 주련다’ ‘올드보이’… 명작의 무대 부산일보 B30면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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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숨결 녹아든 곳에서 찍는 ‘쉼표, 하나’ 부산일보 B31면 특집

부마항쟁
부마항쟁 새 증언·의미 분석 책 나온다 국제신문 09A면 사회

내달 1일까지 창원서 부마항쟁 40주년 기념 전시회 경남도민일보 07면 사회

부산

도시철도 

운행시간 

조정 

도시철도 환승 때 안 뛰어도 된다 부산일보 12면 지역

부산도시철도 주말·혼잡 시간대 배차간격 줄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도시철도 운행시각 전면 개편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 지하철 운행 개편… 혼잡도 줄어든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도시철도 내달부터 배차간격 전면 개편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역 광장 

혁신공간 

재탄생

부산역 광장, 혁신공간으로 재탄생 부산일보 01면 종합

옥상정원·북카페…부산역 광장의 변신 조선일보 16면 전국

부산역 광장, 4차 산업혁명 혁신창업밸리로 변신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창업밸리로 변신한 부산역 매일경제 30A면 영남

청년 창업·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부산역 광장 한국경제 30A면 지역

사상구
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 

징역
국제신문 09A면 사회

서구 서구청 75층 복합 청사 건립 논의 다시 불붙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 쏟아지는 해운대 특급호텔 전쟁 임박 매일경제 02면 종합

9/21 파일 없음

9/23

부산 시정

드론에 뚫렸던 고리원전, ‘안티 드론’ 본격 나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도시철도 양산선 복선으로 변경해 건설을” 부산일보 12면 부산

“부산·서울 의료수준 비슷, 원정진료 필요없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태풍 ‘타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 도루묵 부산일보 16면 경제

‘온천천 물고기 떼죽음’ 실천 없는 대책만 부산일보 10면 사회

니콘·캐논 카메라 안 쓰려니… ‘NO 재팬’에 부산 구·군 

‘골머리’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속 70㎞→50㎞ ‘급변 구간’ 답답하겠지만, 잠깐입니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5중 안전장치’ 라더니 스크린 도어 파손에도 먹통 국제신문 08면 사회

대저대교 계획 구간서 멸종위기 가시연·순채군락 발견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대저대교 예정지에 ‘가시연’ 대규모 군락 내일신문 17면 정책

부산 공공기관 구조조정… 市 “방만경영 심화”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경제

부산·후쿠오카 스타트업의 ‘국경 넘는 교류’ 부산일보 15면 국제

부산섬유패션포럼 내일 개최 4차 산업혁명 대응 토론도 부산일보 17면 경제

위기의 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입장 차만… ‘살얼음판’ 여전 부산일보 17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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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도 못막은 부산시민 ATC 성공 염원 국제신문 10면 사회

일본 종자 부산 특산품 ‘낙동김’ 시 수산자원연구소 국산화 

나서
국제신문 10면 사회

길산그룹, ‘한중 합작법인’ 부산유치 막판 설득전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 미분양 감소세 뚜렷… 사하구 관리지역 해제 ‘청신호’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체류객 통계로 정책 기틀 잡고 특화산업과 연계해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지역 관광업체 45곳 입주… 커뮤니티 조성해 정보교류·시너지 

효과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서 만나는 아세안·수소경제의 미래 매일경제 30면 전국

부산혁신센터 내홍 격화 지원 기업만 피해 볼 판 서울경제 31A면 전국

개인정보 규제로 빅데이터 못 쓰는 한국 … 핀테크 경쟁력 

‘굴욕’
한국경제 04면 IT

감사원, 풍산 102만㎡ 개발 제동 내일신문 17면 정책

‘해양의 축적, 미래를 쌓다’…세계해양포럼 내달 30일 개막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볼 수 

있나
부산일보 05면 종합

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국제신문 05면 종합

‘민심에도 태풍’… 조국 충격파에 PK 총선구도 ‘요동’ 부산일보 08면 정치

위기 맞은 부산 對與 쌍포 ‘활약·침묵’ 전혀 다른 행보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지역구 감축에 역대급 최강 대결?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생론·민부론… 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국제신문 05면 종합

나경원 “文·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국제신문 04면 정치

“가맹점주 보호법 등 민생법안… 정기국회 통과 힘써” 국제신문 25면 인물

조국 블랙홀 빠진 민주당 “30년 공들인 PK 무너질라” 중앙일보 08면 종합

부산 문화
“고향 돌아온 BIFF, 격하게 환영한데이~”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라졌던 궁중채화 되살려 전통문화 세계에 알릴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재검증 요구 조건 놓고 3개월째 평행선 경남신문 02면 종합

만덕-센텀 

지하고속화

도로 

부산 첫 대심도도로 오늘부터 공사 시작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만덕~센텀 고속화道 건설 가속도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만덕~센텀 지하도로 오늘 착공… 5년 공사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대개조’ 첫삽…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착공 아주경제 21면 사회

부산 내부순환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오늘 기공 파이낸셜 04면 부산

태풍 ‘타파‘
태풍 ‘타파’, 부울경 때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옹벽 무너지고, 간판 떨어지고, 곳곳에서 전기 끊겨 암흑천지 부산일보 04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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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물폭탄… 부울경 속수무책 당했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강한 비바람에 무너지고, 날아가고… 주말 ‘아수라장’ 국제신문 03면 사회

101층 엘시티서 쏟아진 ‘빗물 폭포수’ 아찔 국제신문 03면 사회

긴급재난 문자도 폭탄… 시민들 ‘왕짜증’ 국제신문 03면 사회

태풍에 쓰레기장 된 광안리 해변… 올해만 세 번째 국제신문 03A면 사회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등 행사 줄줄이 ‘발목’ 국제신문 03A면 사회

강풍·폭우 속 버스 추락 19명 사상… 주택 무너져 70대 참변 서울신문 10면 종합

물폭탄에 강풍… 타파, 제주·남부를 할퀴다 조선일보 01면 종합

제주·김포공항 등 256편 결항… 전국 1만6000가구 한때 정전 조선일보 10면 사회

태풍 속 버스 추락 19명 사상 … 이사 전날 집 무너져 70대 

참변
중앙일보 12면 사회

태풍 ‘타파’ 북상에…대구 마라톤 등 지자체 행사 잇단 취소 한겨레 12면 전국

태풍 ‘타파’로 3명 사망… 제주·영호남 쑥대밭 문화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복지직 퇴직 

후 취업제한

부산시 복지직 퇴직 후 3년간 복지시설 재취업 불가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제한 서울신문 15A면 전국

공무원, 복지시설 재취업 제한 ‘관피아’ 막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기장군 ‘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 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진구 60년 넘은 노후주택 붕괴로 70대 노인 매몰돼 숨져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하구 방치된 다대부두, 친수공간 탈바꿈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서구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주민 요구 현장 잘 아는 복지직이 잘 

파악”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일대 주상복합 개발 붐 부산일보 01면 종합

“신흥 주거지 가치 충분” 부동산 침체 속 홀로 ‘땅 전쟁’ 부산일보 03면 경제

입지 좋고 가격도 보장… 해운대 중심 부상 부산일보 03면 경제

감사원 “’풍산’ 이전 대체부지 확보 후 제2센텀 추진”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추진 제2 센텀 사업 급제동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해운대구 25일부터 비치코밍 페스티벌 서울경제 31B면 전국

9/24

부산 시정

부산시 새 건축주택국장, 오 시장 결정만 남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법 제정 15년 됐는데도 여전한 집결지, 공권력 신뢰 

생기겠나”
부산일보 04면 종합

공시가격 ↑ 부울경 1410명 기초연금 탈락 부산일보 04면 종합

‘돼지열병 남하’ 부산 양돈농가도 방역 초비상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대 “특수학교, 금정산으로” vs 환경단체 “대안부지 

검토해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무너져야 알 수 있나… 무허가 노후 주택 사각지대 방치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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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지부진 국제신문 10면 사회

생계급여로는 턱 없는 의료비… 간병 하느라 소득 단절 악순환 국제신문 06면 기획

보류되는 ‘일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 국제신문 12면 전국

부산시, 제15회 불꽃축제 시민 사연 공모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경제

9월 국제금융센터지수 부산, 114개 도시 중 43위 부산일보 16면 경제

해운·항만·물류 창업 아이디어 경연의 장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BPA, 기업 북방 물류시장 진출 지원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해양플랜트 사업단 ‘셀프 해체’ 뒤 민간회사 둔갑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광주시, 제조업 비중 큰 가전산업 육성 ‘착착’ 서울신문 14면 정책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암호화폐 거래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겨레 19면 기획

섬유패션정책포럼 부산시, 오늘 개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광역지자체도 지역화폐 붐 지역경제 살리는 효자될까 서울경제 32면 전국

핀테크 혁신 앞장서는 부산… 허브센터 입점기업 임대료 지원 문화일보 22면 경제

“지방규제혁신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내일신문 06면 자치

부산 정치

선거 때만 고향 찾는 ‘新철새’, PK 한국당 대거 몰려온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한국당, 거물급 신진인사 찾기 ‘전전긍긍’ 부산일보 08면 정치

관변단체 조국 반대 운동 동참 민주당-한국당 부산시당 ‘공방’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국 파면 부산연대, 시민연석회의 열어 부산일보 03면 정치

“조국 장관 파면 때까지 부산시민연대 활동”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시, 내년 국비 3276억 추가확보 ‘올인’ 국제신문 05면 종합

지자체 내년도 국비 ‘쟁탈전’ 후끈 한국경제 28A면 지역

“김정은, 11월 釜山아세안회의 올수도” 문화일보 01면 종합

분단이후 北지도자 첫 訪南은 美北 실무협상 진전에 달렸다 문화일보 03면 국방

부산 문화

“새로운 ‘핫플레이스’ 서부산으로 떠나 보시지예” 부산일보 18면 경제

올가을 철마 ‘치유의 숲’에서 행복을 찾아 보세요 부산일보 18면 경제

기증의 힘! 세상 빛 본 독립운동가 서영해·대수장가 이병직의 

궤적
부산일보 22면 문화

미국 외 첫 LPGA 공인 골프장 ‘인터내셔널 부산’ 내달 문 연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창작 지원체계 다각화·시민 생활예술 

확대
국제신문 22면 문화

밤바다 수놓는 초대형 불꽃… 매력이 터진다 문화일보 27면 기획

부마항쟁
부마항쟁 진압할 때 가스살포 헬기 대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마항쟁 그날의 함성 경남신문 18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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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주간

부산청년주간 개막… 미니포럼·멘토강연 행사 등 다채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청년주간 첫 개최… “마음껏 고민 터놓는 1주일”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 “청년문제 사회 공감대 형성하자” 서울경제 32B면 전국

‘청년 중심 살기좋은 부산’ 만든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만덕~센텀 

지하고속화

도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기공식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첫삽 … 5년 뒤 완공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 도시고속화도로 기공식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영남권 5개 

시·도 초광역 

협력

“초광역권 발전전략 필요” 영남 5개 시도 경남서 회동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영남권 5개 시·도 ‘초광역 협력’에 맞손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영남권 5개 시·도 ‘초광역협력’ 추진 경남신문 02면 종합

“영남권 5개 시도 초광역 협력하자” 경남일보 01면 종합

국제

금융지수 

3계단 상승

부산 국제금융지수 3계단 상승 ‘세계 43위’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국제금융중심지 부산 경쟁력 지수 3단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국제금융 경쟁력 3단계 상승 英 GFCI평가 114개 도시중 

43위
파이낸셜 01면 종합

기장군
기장 ‘한국유리 부지’ 개발 주거시설 50%대로 줄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주거 면적 축소 수용”… 한국유리 부지 개발 탄력받나 국제신문 02면 종합

남구 부산 남구,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 국제신문 28면 인물

사상구 사상구청장, 선거비용 조작 지휘 정황도 나와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해운대구에 ‘아세안로’ 생긴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태풍 ‘타파’ 태풍 ‘타파’ 할퀴고 간 부산 곳곳 ‘타격’ 부산일보 11면 사회

9/25

부산 시정

市, 복지법인 이사장 친인척 채용 손본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복지법인 족벌경영 차단… 부산시 칼 뽑았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작년 사망자 역대 최다, 사인 암 36년째 1위 부산일보 12면 지역

부산시, 오늘 영유아 부모들과 소통 행사 국제신문 20면 노동

시, 부산대 특수학교 설립 신청 제동 국제신문 09면 사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난항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민관협치로 남북교류 주도… 지역경제 보탬 기대” 국제신문 27면 인물

서울역·1호선 시설 안전 ‘D등급’
아시아투데이 21면 부

동산

부산 대저대교 환경평가 부실 의혹 경남도민일보 06면 사회

부산시, 지역경제 기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족벌경영’ 칼 댄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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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부산 전략산업 선도기업 오는 30~다음 달 7일 접수 부산일보 14면 경제

‘2019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104개 기업 참여… 26일 벡스코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올해 부산 1000세대 이상 최우수 아파트는 ‘해운대 SK뷰’ 부산일보 15면 경제

KMI, 원장후보 뽑아 놓고 석 달째 무소식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전 세계 이목 끄는 이벤트 개최로 ‘정부 공인 관광도시’ 따내야 부산일보 04면 기획

마이스 키우면 지역 바뀐다, 부산게임산업 키운 건 8할이 

‘지스타’
부산일보 05면 기획

부산 마이스 산업, 일단 몸집부터 불려야 부산일보 05면 기획

11월 통상정책 설명회, 한·아세안정상회의 달군다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시, 전략산업 이끌 유망 중소기업 키운다 국제신문 16면 기업

부산경제 이끌 강소기업 찾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중국 청산철강 유치 철회하라” 경남신문 05면 사회

부산시 4개 사업 38억 확보 경남일보 07면 지역

부산 정치

민심 악화에 다급해진 PK 與 “공공기관 빨리 지방 이전”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 與에 미래먹거리 사업 국비 확보 SOS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與-부산시 예산정책협의… “신공항·공공기관 이전 적극 지원”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北, 한·미 정상회담 무반응인데…‘김정은 訪南’ 낙관적 전망 

논란
문화일보 05면 외교

부산 문화

“부산 사회문제, 문화로 해결” 부산인물 20면 문화

땅속에서 찾아낸 부산 역사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포해전 기념행사 매년 열린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제24회 BIFF 폐막식 사회자에 배우 태인호·이유영 부산일보 02면 종합

BIFF 폐막식 사회자 배우 태인호·이유영 국제신문 21면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에 배우 태인호·이유영 경향신문 25면 인물

“민간 체육수장 뽑혀도… 재정자립 안 되면 지역 스포츠 흔들” 국제신문 24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국가 미래 걸린 정책”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마항쟁

부마가 흘렸을 뻔한 피, 5·18 광주가 대신해 흘렸다 국제신문 11면 기획

CIA 기밀문서 “박정희, 부마시위 확산에 충격… 불안감에 

떨었다
국제신문 11면 기획

아태도시 

관광진흥

기구 총회

아·태지역 85개 도시, 부산서 ‘관광’을 말하다 부산일보 04면 기획

부산서 아시아태평양 관광 미래 모색한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TPO 총회, 부산 국제 위상 크게 높일 것”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최대규모 아태도시 관광진흥기구 총회 오늘 개막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에 아·태지역 85개 도시 대표 모인다 매일경제 37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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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 총회 16년만에 다시 부산서 연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亞·太 85개 도시, 해운대로 모인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TPO 총회, 부산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경남도민신문 07면 지역

“‘亞太 관광총회’ 여는 부산, 도시외교 중심지 될 것” 문화일보 36면 인물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 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정은, 11월 부산 아세안회의 올 수도”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정원 “김정은 11월에 부산 올수도” 동아일보 01면 종합

‘김정은 답방 가능성’ 국정원장 언급 이례적 동아일보 03면 국방

세계적 관광명소 vs 경호 공백… 부산 ‘기대 반 우려 반’ 부산일보 02면 종합

李총리 “외교 다변화 노력 미흡” 외교부 질책 동아일보 08면 종합

트럼프 “대담한 외교”… 국정원 “김정은, 11월 부산 올 수도” 서울신문 01면 종합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받은 김정은 서울신문 03면 북한

부산 한-아세안회의 김정은 참석 가능성 리더스경제 01

3차 북·미 정상회담 ‘연내 부산 개최?’ 관심 집중 부산일보 03면 국방

북구 금곡동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 결국 무산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하구 서부산 장애인센터, 장애인 비상 대피로 만든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9/26

부산 시정

부산시, 근린공원 해제 신청 반려… ‘부산대 특수학교’ 제동 부산일보 12면 사회

대저대교 환경평가 날조 정황… 착공 불투명 부산일보 10면 종합

부산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 청탁 적발 부산일보 13면 사회

버스 준공영제 관리엔 뒷짐… 청탁 대가 오간 수입금관리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올해 출생아 수 12.5% 급감… 감소율 ‘전국 최고’ 부산일보 01면 종합

돼지열병 원인 여전히 오리무중 ‘영남권까지 번질까’ 농가 

초긴장 
부산일보 10면 종합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부산시민환경단체 규탄 회견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시 ‘日전범기업 제품 조례’ 재의 요구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도시철도 성범죄 발생 부전역 최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서울 향하는 청년들처럼… 기회·도전의 땅 부산 오는 신중년 국제신문 06면 기획

베이비부머 퇴직자 꽉 잡는 울산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경제

세계 여성 리더·CEO 300여 명 다음 달 부산 온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다이소 허브센터 가동… 부산국제물류도시 도약 발판 기대 국제신문 14면 경제

캄코시티 채권 확보 범정부 차원 대응 국제신문 05면 종합

“캄코시티 정상화 예보만으론 역부족… 정부가 나서야” 아주경제 14면 금융

“스타트업에 기회를” 부산시 창업 붐 이끈다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2019년 시정일지

390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클러스터 혜택 없어 ‘유턴’…기업·대학 확 당길 ‘마중물’ 절실 한겨레 12면 기획

부산 예비사회적기업 24개사 신규 지정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4개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시, 지역 의료계와 손잡고 중앙亞 의료시장 공략 속도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내달 22일 개막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여·야, 지역 없이 ‘동남권 관문공항’ 이슈화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국 블랙홀’ 빠진 정치권… 낄 틈 없는 신인 ‘발 동동’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시 남북교류사업 잰걸음 국제신문 01면 종합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내달 총선용 당무감사… PK 당협위원장 ‘긴장’ 국제신문 05면 종합

윤석열 “조국 수사, 절차 따라 진행” 공개석상 첫 언급 국제신문 02면 종합

여야 ‘조국 국감’ 증인·장소 놓고 상임위마다 충돌 국제신문 04면 종합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동아일보 10면 사회

부산 문화

LPGA스타 한자리, 부산 홍보 강력 ‘드라이브’ 부산일보 02면 종합

피란수도 역사현장 야행길, 떠나 보자! 부산일보 19면 문화

피란 수도 역사 고스란히 ‘부산 문화재 야행’ 가볼까 서울경제 32B면 전국

‘티모시 샬라메’에 들썩이는 비프 부산일보 02면 종합

할리우드는 지금 다양한 소재의 작품·제작사 ‘전성시대’ 부산일보 04면 영화

절호의 기회 맞은 부산, ‘저예산 장르 영화’ 지원 늘려라 부산일보 05면 영화

“로케이션 촬영 지원 월등, 기획개발 지원은 아쉬워” 부산일보 05면 영화

주말 부산 곳곳서 청년 예술인 축제 가족과 함께 문화 나들이 

즐겨볼까
국제신문 24면 문화

올해 부산영화제, 이탈리아 영화 매력에 빠져볼까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 태인호ᆞ이유정 선정 경남매일 14면 방송

부산 크루즈 

관광

크루즈로 부산 온 관광객 올해 상반기 30.5% 늘어 부산일보 16면 경제

상반기 부산 크루즈관광객 작년비 30%↑… 中 쏠림 탈피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크루즈 관광객, 작년보다 30.5% 늘었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크루즈 관광 ‘활기’… 방문객 30.5%↑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화장품

업체 30만 

달러 수출

부산 14개 화장품업체 총 30만 달러 수출 계약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화장품 30만弗 수출 계약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화장품업체 글로벌 시장 진출 모색 경남매일 16면 경제

동남권 

신공항
“남부권 신공항, 관문공항 건설 전제로 재검토 돼야”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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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부마·광주, 함께 민주주의를 노래한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해수욕장 모래 비리’ 의혹 수사 의뢰 초강수 국제신문 10면 사회

동래구 사직고 “학교 옆 35층 아파트 안 된다” 부산일보 13면 사회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수영구, 부산 기초단체 최초 부산일보 13면 사회

“자녀와 함께하는 훈련 신설… 민방위도 이젠 변해야죠” 국제신문 28면 인물

해운대구
마린시티 부지 콘도시설 제동 부산일보 12면 사회

마린시티 해원초 앞 콘도 건설 제동 국제신문 08면 사회

경상남도 ‘비싼’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5000원 내릴 듯 국제신문 02면 종합

9/27

부산 시정

부산 원도심에 ‘대규모 숲 놀이터’ 만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혁신도시? 전국 10곳 중 부산이 최고! 부산일보 12면 지역

부산시설공단, 안전산업 진흥 공로 장관상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시설공단 안전산업 진흥 ‘장관상’ 경남일보 12면 인물

“공공기여금 1100억 원 주변 지역 위해 쓰여야” 부산일보 08면 종합

‘님비’ 탓 쪼그라든 행복주택에 재정 부담만 늘어난 부산시 부산일보 08면 종합

두리발 車만 늘리면 뭐하나, 기사가 부족한데…”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대·환경단체 ‘특수학교 설립’ 갈등, 靑 나서도 안 풀린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1억 이상 공공건축 설계과정 전면 공개 국제신문 01면 종합

건축·도시계획 ‘개발·확장 → 적정 관리’ 패러다임 전환 국제신문 03면 종합

市 민선 7기 첫 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 창출’ 논의 국제신문 15면 경제

확충커녕 유지도 힘든 국공립 어린이집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역 보행덱 3년간 끊긴 다리 될판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부산시, ‘공공 기여’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 간선급행버스체계 중앙정류소 착공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한진해운 파산’ 여파 쪼그라들었던 선용품시장 다시 ‘활기’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사업체 증가 수, 전국 3번째로 낮아 부산일보 16면 경제

“개인 채무문제는 국가적 문제, 회생 지원 최선 다할 것” 부산일보 27면 인물

처음 본 세계 2위 환적항 위용에 눈이 휘둥그레 국제신문 18면 농수축산

일본산 수산물, 전통시장서 국산 둔갑 국제신문 10면 사회

연탄값 올해는 동결됐지만… 취약층 어려움 여전 국제신문 10면 사회

금융중심지 부산의 굴욕… 외국계 회사 단 1곳 국제신문 16면 경제

영하 193도 견디는 밸브 첫 개발… “연구소기업이라 가능” 국제신문 06면 기획

기술 원하는 기업 수요 파악해 연구기관·대학과 연결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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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광장서 내달 1일 취업박람회 경향신문 14면 전국

은행장이 기업 찾아 ‘맞춤형 지원’… 지역 경제 살리는 

부산은행
서울신문 20면 기획

파리·런던·헬싱키와 손잡고… 부산 스타트업, 세계 향해 

스타트!
조선일보 23면 전국

트위지, 내달 1일 본격 생산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경제진흥원, 10년 동안 창업 1894곳 발굴·지원 성과 매일경제 32A면 영남

부산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 첫단추 파이낸셜 01면 종합

“관광업 성장은 평화·안보체제 구축이 좌우” 한국경제 30A면 지역

시장 신뢰회복 나선 BMW, 한국 투자 늘린다 한국경제 17면 산업

부산 정치

“도덕적 위기의 순간 중립은 죄” 4090명 시국선언 부산일보 04면 정치

교수·연구원 4090명, 검찰 개혁 촉구 시국선언 국제신문 04면 종합

PK 정치권 ‘총선 불출마 선언’ 얼마나 할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2개 선거구 조국 공격-방어 ‘장외 대결’ 국제신문 04면 종합

의정비 자율로 결정하랬더니 지방의회 10곳 중 9곳이 인상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 중앙부처 관계자와 빅데이터 현안 공유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문화

오페라하우스 들어선다는데, 오페라 매력 미리 느껴 보자 부산일보 23면 문화

“가장 주목할 영화는 단연코 한국영화” 부산일보 23면 문화

홀대받아온 항만 유산, 그 속에 ‘역사’가 있다 한겨레 20면 문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전당’서 집중 개최 한국일보 14C면 부산

BIFF 주요 프로그램 영화의전당서 치른다 경남매일 14면 방송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 종합판정 끝내 거부 부산일보 08면 종합

윤준호, 김해신공항 재검증 ‘기술+정책 판단’ 제안 국제신문 04면 종합

“신공항 백지화 여부 조속히 판정하라” 경남매일 04면 사회

조국 때문? 꼬이는 부울경 신공항 내일신문 04면 자치

아태도시 

관광진흥

기구 총회

아·태 도시 관광진흥기구 총회 개막 부산일보 06면 종합

85개 도시 관광파트너십 협력 ‘부산 선언문’ 담아 국제신문 16면 경제

기장군
폐기물 처리장 건립설 기장군 소유 부지에 주민위한 시설 

짓기로
국제신문 08면 사회

연제구 연제구, 전국 첫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운영 기관 못 찾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임시 폐관 위기 부산일보 10면 사회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자, 강변산책길·공연장 등 제안 국제신문 15면 경제

9/28 文대통령이 직접 “검찰 절제하라” 압박 조선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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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경 수뢰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靑 감찰중단 의혹’ 

前특감반원 소환
조선일보 04면 정치

9/30

부산 시정

“재개발 아닌 살아가기 좋은 집 만드는 게 공공건축” 부산일보 19면 문화

돼지열병 충남 뚫리나 초긴장… 다행히 ‘음성’ 부산일보 06A면 종합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초등학교서 내몰리는 국공립 어린이집 부산일보 10면 사회

짊어진 건 집세뿐 민달팽이 청년들 부산일보 01면 종합

건널목 건너든 무단횡단하든, 사람 보이면 ‘일단 멈추자’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전국 최초 원폭피해자 지원 나섰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화장실 황화수소 흡입 여고생 결국 숨져 국제신문 10면 사회

광안리 황화수소 사고 여고생 결국 숨져 문화일보 13면 수도권

대동화명대교 김해접속로 7년째 ‘차일피일’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도시철도 호포~양산 구간, 내일부터 증편 경남신문 09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옛 부산남부경찰서, 청년임대주택 변신 부산일보 06면 종합

옛 부산남부경찰서·연산5동 우체국 터에 청년임대주택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규모 다시 늘리나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년 외국계 금융 부산본사 단 1곳 부산일보 17면 경제

동래행복주택 ‘청년분’ 물량 더 늘릴 만큼 인기 국제신문 17면 경제

‘녹색 기술’ 수출상담 실적만 16억 달러 국제신문 16면 경제

BPA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 국제신문 25면 인물

中 기업인들, 부산 찾아 항만투자에 관심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업체 시공 맡겨달라” TPO서 전문건설 세일즈 국제신문 17면 경제

아파트 부정당첨 20곳서만 1632건 덜미 한겨레 06면 종합

“아세안 취업 부산 청년 모여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아세안 기업 취업문 두드리세요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TP, 지역기업육성사업 10개사 선정 서울경제 31면 전국

부산 정치

국내 체류 외국인 242만명 시대 부·울·경 지역엔 14만여 명 

거주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두 거물, 지역 싱크탱크 수장 맞대결 부산일보 08면 정치

‘검찰개혁 촛불 vs 조국 탄핵’ 한층 뜨거워진 정국 부산일보 03면 정치

출마 희망 PK 원외 위원장들 ‘조국·공천·선거법’에 안절부절 부산일보 08면 정치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 ‘국정 농단’ 이후 최대 규모 국제신문 01면 종합

“조국 파면”… 한국당도 전국 8곳서 집회 국제신문 04면 사회

檢 “수사는 수사대로”… 조국 부인 이번주 소환조사 동아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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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개혁, 수사는 수사” 靑으로 전선 넓히는 검찰 서울경제 05면 사회

부산 문화

‘바다의 아픔’ 보듬고 치유하기 부산일보 19면 문화

시시각각 변하는 다대포 함께 어우러지는 설치미술 국제신문 20면 문화

예술 언어로 풀어낸 다양한 바다 모습 경남매일 08면 문화

태풍 피해 미리 이사한 비프빌리지… 영화의전당서 다채롭게 

즐긴다
국제신문 20면 문화

서커스·마술·폴댄스… 구포역에 도착한 세계 거리예술 국제신문 21면 문화

동래, 이야기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국제

영화제

새로운 BIFF, 모두의 개막식 부산일보 06면 종합

영화의전당 주변 3개 도로 BIFF 개막식 때 차량통제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BIFF, 올해 영화제 ‘재도약’ 공동 선언 국민일보 15A면 사회

5개 극장 37개 스크린서 펼쳐지는 ‘시네마 천국’ 동아일보 24면 문화

3일 뒤 부산국제영화제 시작으로… 부산의 10월은 축제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시 

산하기관 

혁신 로드맵 

발표

부산시 산하기관 최대 3곳 감축 예고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공공기관 최대 3곳 줄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혈세 낭비’ 공공기관 사업·사무 구조조정… 재정 건전성 강화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시동’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로드맵’ 발표 경남매일 06면 지역

블록체인 

특구 추진단 

출범

블록체인 특구, 먹거리 본격 발굴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행정 전반 블록체인 도입 목표… 규제 등 제도 정비 

‘과제’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 출범 매일경제 30면 전국

부산 블록체인생태계 이끌 규제자유특구 추진단 떴다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형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박차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李 총리 “김해신공항 재검증, 정책 판단 없다” 경남신문 03면 종합

강서구 “인구 7만 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니…”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관외 출장비 부정 수령 의혹 감사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진구 “구청장이 전포복지관 위탁 해지 주도” 국제신문 10A면 사회

북구
與 구청장 조직 개편안, 與 구의회가 제동… 여당끼리 

힘겨루기?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하구 부산고등어축제 ‘반토막’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구 부산서구, 中서 의료특구 추진 발판 마련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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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정

“완월동을 인권공간으로 재생” “아동친화적 도시환경 만들자” 부산일보 11면 사회

아파트 입주로 초등생 늘어, 어린이집 방 빼고 교실로 

리모델링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교정시설 이전’ 관심 있기는 하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딸 잃은 부산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오수시설서 유독가스 유입 추정 경향신문 12면 전국

임신·육아 ‘카더라’식 관리? 100점 엄마 만들 알짜정보의 場 

선다
국제신문 20면 건강

노후 경유차 12~3월 부산 도심 운행 제한… 생계용 제외 국제신문 02면 종합

“금정산 산신령님, 장애 학생들을 품어주소서…” 국제신문 09면 사회

“돼지열병 확산시킬 수도…” 태풍 ‘미탁’ 북상에 초긴장 국제신문 01면 종합

“원폭피해자 평생 고통 속의 삶… 국가가 지원 나서야” 국제신문 24면 인물

“가난 탓 미래 포기하는 아이 없게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본격 가동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훈련 서울경제 33B면 전국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QR코드 민원정보 원스톱 안내 시작 서울경제 33B면 전국

체납차량 단속 강화… 번호판 야간 영치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일제단속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부산에 전국 첫 ‘고졸 취업 지원센터’ 개소 부산일보 16면 경제

‘청년실업률 1위’ 힘겨운 부산 청년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TPO 리더도시 2년 더… 기구 외연 확대 중책 맡는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불량 빈 컨테이너 대책 국제공조 나선다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지식혁명5.0 확산…2019 세계지식포럼 부산 매일경제 01면 종합

“아세안시장에 韓미래 달려…부산을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매일경제 10면 기획

“풍부한 한국 선박제조 경험 수소경제 육성에 큰 도움” 매일경제 10면 기획

“아세안서 한국 신뢰 급상승” 매일경제 10면 기획

“부산은 ‘수소선박산업’ 키울 최적의 도시” 매일경제 10면 기획

“2030년 탄소배출없는 대양항행 가능할것” 매일경제 10면 기획

제5회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정치 “3일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통합 추진하자” 부산일보 03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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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보다 낮은 PK 국정 지지도… 민심 이반 가속화하나 부산일보 06면 정치

내년 총선이 부산 분수령 최소 9석은 가져가겠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서류위조 확인 땐 입학 취소”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눈으로 영화제 즐겼으면, 걸으며 부산 느껴보세요 부산일보 18면 교통

해운대그랜드호텔 “남은 행사 차질 없이, 아름다운 마무리” 부산일보 18면 교통

대전도 인천도 지자체는 지금 영화촬영 유치 전쟁 중 부산일보 04면 기획

아직 삽도 못 뜬 부산종합촬영소, 조속한 착공만이 한국 영화 

살길
부산일보 04면 기획

축제 공간 집약·OTT 작품 상영작 선정… 혁신 또 혁신하라 부산일보 05면 기획

OTT 등장으로 위기감 느낀 영화제 “극장과 스트리밍은 공존 

가능”
부산일보 05면 기획

부산시·영화계 ‘화해 맞손’ … BIFF 재도약 선언 한국경제 28A면 지역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승객 편의시설 수준 ‘최악’ 부산일보 01A면 종합

여야 “동남권 신공항 빨리 건설해 달라” 한목소리 부산일보 06면 정치

수도권에서도 “동남권 관문공항 필수” 부산일보 06면 정치

인천시장 출신 송영길 의원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필요” 국제신문 05면 종합

이낙연 총리 신공항 검증 “정무적 판단 배제하겠다”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동남권 신공항, 과학적 검증 곧 시작” 경남일보 03면 종합

신임 

건축국장 

외부인사 

임명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에 김민근 씨 내정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 건축국장 외부인사 낙점… 오 시장 ‘공공성 강화’ 의지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에 김민근 씨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청년 

아세안 해외

취업박람회

해외취업박람회 찾은 부산 청년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청년 아세안 해외 취업박람회…5개국서 145명 채용 국제신문 02면 종합

저 올해 취업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 B04면 종합

아세안 해외취업 박람회 한국일보 15C면 부산

공유경제 

활성화 

토론회

부산 공유경제 활성화 논의 장 열렸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공유경제, 부산 성장동력 가치 충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차 없는 거리’ 확대하면 공유경제 더 활성화”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마항쟁 “부마항쟁 기억·치유하는 무대 열 것” 경남도민일보 06면 사회

기장군
기장 ‘꿈의 행복타운’ 논란 속 속도 낸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구·군·중 ‘성장률 1위’ 기장군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구 황화수소 사망 여고생 유족 두 번 울린 행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영도구 검찰, 영도구 관급공사 납품비리 브로커 구속기소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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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부산 시정

BMC 어린이놀이터 5호 완공식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내정 싸고 ‘시끌’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 내정 경남일보 12면 인물

시장 바뀌며 동력도 사업성도 잃은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오는 크루즈 관광객 2년 새 4분의 1로 급감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공중화장실서 숨진 여고생, 부검 결과 ‘황화수소 중독’ 부산일보 11면 사회

광안대교 접속도로 내년 1월 착공 국제신문 01A면 종합

노인일자리 대축제 시상식 부산시설공단 복지부장관상 국제신문 24면 인물

민주시민상에 ‘미군 세균실험실 철거 대책위’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수소차 구매지원하면서 충전소는 달랑 2곳뿐 국제신문 10면 사회

학령인구 급감에 벼랑에 선 학교들 국제신문 01면 종합

낙동강 하구 생태문화 체험프로그램 시범 운영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중앙아시아 공략 나선 부산의료관광 부산일보 16면 기업

“디자인 한류 위해”… 베트남 시장 개척 부산일보 16면 기업

“시장서도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쓰세요” 부산일보 15면 경제

9월 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 부산일보 01면 종합

정부 “일시 하락” vs 전문가 “디플레 가능성” 부산일보 14면 경제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0.4%… 통계 작성 후 54년 만에 

최저 
국제신문 02A면 종합

청렴성 높이려다 부산항 수입화물 통관 느려졌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오는 크루즈 관광객 2년 새 4분의 1로 급감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어려운 이웃 위해선 함께 나눠야죠” 중앙일보 20C면 영남

김해공항 서비스 최악 경남신문 03면 종합

부·울·경 닫힌 지갑 성장도 ‘느린 걸음’ 경남일보 01면 종합

부산 정치

조국 대선 후보 급부상, PK 민주 ‘의문의 1패’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부산 의원들 회동 “신공항 연내 재검증” 촉구 부산일보 04면 종합

다시 돌아온 탁현민… 국군의 날 행사 직접 기획 문화일보 06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시티투어버스 “회동수원지·범어사·온천천도 갑니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화의 뿌리 부산 영화의 도시 부산일보 21면 라이프

세계적 무용단과 청년 춤꾼, 한자리서 꽃피우는 열정 국제신문 18면 문화

1년간 칼 간 부산, 전국체전 7위 목표 국제신문 22면 스포츠

“부산 무용가들 걱정 없이 무대서 춤추게 도울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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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씨 뿌리고 밑거름된 선생의 삶… 부산은 오롯이 

기억해야 
국제신문 19면 문화

오염에 상처받은 바다, 재생을 꿈꾸다 문화일보 18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땐 에코델타 학교에 ‘소음 직격탄’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집착하는 국토부, 에코델타 사업 파행 감추고 

싶었나
부산일보 04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발빼는 與, 팔걷은 野 국제신문 05면 종합

국토부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영상 철도·공항서 틀지마” 국제신문 05면 종합

“대구공항 이전 대상지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진행” 동아일보 06면 종합

부산국제

영화제

‘비 젖은 레드카펫’ 비프 올해도 태풍 비상 부산일보 02면 종합

“재도약 BIFF 문 열어 영광… 함께 즐겨요” 국제신문 02면 종합

세계적 대가 작품들 스크린에 넘실… 영화의 바다에 ‘풍덩’ 한국일보 17면 연예

세계 거장 新作 보여다오… 내일부터 ‘시네마천국’ 펼쳐진다 문화일보 19면 문화

부마항쟁

항쟁 한 축 경남대·동아대 시위마저 구체적 정황 기록 빈약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마항쟁 정신, 전국 곳곳서 이어받았지만… 뒷받침 할 증언 

부족
국제신문 06면 기획

전기차

 트위지 

부산 생산

르노삼성 ‘미니 전기차 트위지’ 부산 생산 시작 부산일보 14면 경제

메이드 인 부산 ‘트위지’ 드디어 달린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친환경차 생산 허브 ‘날갯짓’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르노삼성 친환경차 메카 될 것… 지속적 투자”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 수소차 190대 구매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르노, 트위지 ‘네오’ 부산공장서 생산한다 매일경제 18면 기업

‘메이드 인 부산’ 시동 서울경제 27B면 전국

‘메이드 인 부산 트위지’ 1호차 나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수소차 보급 확대… 190대 추가 지원 파이낸셜 04면 부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부산서 생산 시작 경남매일 16면 경제

르노삼성, ‘트위지 부산 생산 기념식’ 내일신문 14면 산업

부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유일한 생산기지로 헤럴드경제 13면 경제

‘메이드인 부산’ 전기차 트위지 시동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진구 부산진구, 155억 투입 공유주택 등 4가지 모델 돌봄사업 진행 부산일보 09면 사회

사상구
가스 배출 사업장·시설 잇단 사고에도 구멍난 관리 감독 체계 

‘여전’
부산일보 10A면 사회

서구
“생존권 보장” 외친 완월동 업주·여성…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
부산일보 11면 사회

연제구 1㎝ 때문에… 이삿짐 다시 싼 신축 아파트 입주민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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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부산 시정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선정 부산시설공단, 장관상 수상 부산일보 20면 인물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사무 민간 위탁 추진 ‘편파성’ 논란‘ 부산일보 08면 사회

낙동강에코센터 민간 위탁 시민토론회까지 여는 부산시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의지 있나 부산일보 08면 사회

부산도시公 청년주거사업 홍보 콘서트 국제신문 13면 경제

법제처 “신규 설립 공공기관도 지방 이전해야” 국제신문 02면 종합

최대 200mm 폭우… 바다미술제 등 행사 차질 국제신문 03면 종합

황화수소 희생 여고생 눈물의 발인식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민상 대상에 강동석 前 초록우산 후원회장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부산 경제

‘고성장’ 수도권 GRDP 곧 비수도권 전체 추월 부산일보 10면 경제

내 집 마련 꿈은 ‘백일몽’… 비싼 집값에 부산 떠나는 청년들 부산일보 04면 부동산

신혼부부들, ‘신도시 프리미엄’ 강서구·기장군 선호 부산일보 04면 부동산

부산 찾는 일본인 감소 현실로 8월 6만 명 찾아… 작년비 5%↓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료 60% 감면 국제신문 13면 경제

한·일 갈등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 고사 위기 한국일보 13면 부울경

외국인 경자구역 투자 90%는 인천…부산·진해 2년째 감소 국제신문 13면 경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르노삼성차 수출 실적 되살릴까 국민일보 17면 경제

르노삼성 ‘트위지’ 부산서 글로벌 물량 전체 만든다 동아일보 17면 경제

96대 1 경쟁 네이버 데이터센터 후보지 10곳 압축 중앙일보 15면 경제

“부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다 모였네” 파이낸셜 04면 부울경

부산 정치

6·25 참전 북한군 추정 시신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어? 이 그림이 아닌데?’ 요동치는 PK 보수 부산일보 06면 정치

기승전 ‘조국’… 국감장 가는 곳마다 ‘조국 대전’ 부산일보 06면 정치

김정은 부산답방 여부 정무위서 한때 화두로 국제신문 05면 정치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내일 부산 행사 국제신문 06면 종합

한국당 부울경 중진 커지는 험지 차출론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 문화

슈주·강다니엘·뉴이스트 부산 온다 부산일보 10면 경제

올 ‘원아페’ 최종 라인업 공개… 슈퍼주니어·강다니엘 등 호화 국제신문 20면 연예

해녀와 청년들이 꾸민 ‘해녀 축제’ 열린다 부산일보 08면 사회

구포역에 예술이 도착합니다 부산일보 13면 문화

전국체전 4일 서울서 개막, 부산 7위 목표 부산일보 18면 스포츠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광안리·해운대 물들인다 국제신문 19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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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물드는 가을…亞시네마축제 기대작 7편 매일경제 21면 문화

부산국제

영화제

오늘부터 즐기자, BIFF 부산일보 01면 종합

BIFF 달구는 티모시 샬라메… 韓영화 100년 스페셜토크 눈길 부산일보 02면 영화

“넷플릭스 끌어안은 영화제, 여성 감독 활약 주목” 부산일보 02면 영화

BIFF, 태풍 뚫고 재도약 첫걸음 국제신문 01면 종합

“BIFF 조직 개편·프로그래머 수혈… 9할을 바꿨다” 국제신문 04면 문화

국내외 250여 명 ★들의 향연 국제신문 04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여야, ‘신공항 검증 질질 끄는 총리실’ 집중포화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울경, 김해신공항 재검증 ‘3개 단위 위원회’ 총리실 제안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마항쟁 부마항쟁 때 시위 주동자 비밀리 색출 ‘편의대’ 존재했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10/4

부산 시정

‘부산역 출발 유라시아 철도’ 시동 걸렸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세상 모든 가족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응원”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잇단 국제행사 대비 ‘식음료 안전망’ 구축 부산일보 11면 사회

내년 ‘생활 SOC 복합화사업’ 부산 15건 403억 원 부산일보 16면 경제

“이주민 인권보장 조례와 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교통공사 670명 채용에 취업시장 들썩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민상 대상에 강동석 전 초록우산 후원회장 국제신문 26면 인물

지역균형발전 위해 설계된 혁신도시 구도심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 작용
국제신문 08면 종합

“日 방사능 오염수 128만ｔ 국내 방류… 해수부 모르쇠”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부산시, 정류소 한 줄 서기 안내표시 확대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NO JAPAN’ 피해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지원 나선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손님 끊긴 부산항 여객터미널 부산상의, 임대료 인하 건의 매일경제 28A면 영남

‘청년 주거 고민’ 부산도시공사 오늘 청년하우스콘서트 개최 부산일보 17면 경제

“금융위, 부산경제 고려 없이 대체거래소 추진” 부산일보 16면 경제

올 8월 국내 방문 일본 관광객 늘었는데… 부산 방문은 5% 

감소
부산일보 16면 경제

생활시설 한데 모은 ‘복합센터’ 부산 15곳 추진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도시가스 사옥에 둥지 튼 안전체험관 국제신문 14면 경제

원양어업 노사 화합의 장 열린다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금융위원회 갈등관리 ‘낙제점’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크루즈 산업 올해 순풍이오 조선일보 18면 전국

“거액 들인 크루즈 터미널 이용실적 저조” 문화일보 04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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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메이커산업 육성 ‘시동’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메이커 산업’ 이끌 전문랩 유치 속도낸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中칭산강철 유치 사실상 무산 한국경제 29A면 지역

중국 스테인리스 업체 부산 건립 사실상 무산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 정치
‘중도층 이탈’ PK 민주 지지율 TK 수준 하락 부산일보 18면 정치

‘김정은, 내달 부산 아세안 회의 참석’에 68% 찬성 경향신문 03면 기획

부산 문화

“부산의 자랑 갈맷길, 세계에 알릴 기회” 국제신문 26면 인물

전국 대표콘텐츠 多 모였다 머니투데이 16면 IT

여가부, 6일 부산서 ‘세상모든가족 바다 나들이’ 아주경제 21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국감서 김해신공항 검증 시간끌기 질타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국무조정실-국토부, 신공항 자료 이관 전무 경남매일 03면 종합

김해공항 슬롯 포화율 전국 공항서 가장 높아 경남매일 02면 종합

부산국제

영화제

‘별에 더 가까이’ 치열한 자리 경쟁… 배우들 ‘여신 드레스’ 눈길 부산일보 04면 영화

보육원서 악기 배운 버스킹 스타, 개막무대 빛내다 부산일보 04면 영화

올해 한국영화 최고의 주인공은? 부산일보 01면 종합

BIFF 다시 날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영화인 200명 기차로 부산행… 레드카펫 1시간여 수놓아 국제신문 05면 문화

‘100살’ 한국 영화와 더 풍성하게… 올해도 닻 올린 열흘간의 

축제
경향신문 24면 문화

“축제는 시작됐다”… 국내외 영화인 총출동·상영작 풍성 국민일보 21면 방송

은막의 스타와 함께 영화의 바다로 동아일보 26면 인물

85개국 303편 ‘영화의 바다’로… 막 오른 부산국제영화제 서울신문 24면 인물

깊어가는 가을 ‘영화의 바다’에 빠져 볼까 세계일보 19면 문화

태풍도 잠재운 ‘영화의 바다’ 스물네 번째 닻을 올리다 조선일보 20면 문화

닻 올린 부산영화제 … 국경 뛰어넘어 하나 된 아시아로 중앙일보 23면 문화

카자흐스탄 초원 누비는 말무리…부산영화제 재도약 열다 한겨레 18면 문화

카자흐스탄 영화 ‘말도둑들’로 24회 부산국제영화제 어제 출항 한국일보 24면 문화

광야를 달리는 말, 부산국제영화제 달구다 매일경제 33면 인물

‘영화바다’에 빠진 부산… “아시아가 하나로” 문화일보 36면 인물

구평동 

산사태

‘석탄재 산’ 일가족 덮쳤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석탄재 성분 토사에도 부실한 지질조사… 이번에도 예고된 

‘人災’ 
부산일보 03면 사회

시신 발견 소식에 친척·이웃 오열 부산일보 0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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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더미 산’ 무너져 일가족 참변… 또 인재 국제신문 01면 종합

용암 흐르듯 시커먼 토사 ‘와르르’… “불법매립 탓” 주민 분노 국제신문 03면 사회

부산 폭우로 산사태, 일가족 등 4명 덮쳐 경향신문 11면 사회

부산 산사태로 토사 500m 밀려와… 주택·식당·일가족 덮쳤다 서울신문 10면 사회

‘부산산사태’ 매몰 4명 중 2명 숨진 채 발견 경남신문 05면 사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쉬는 날! 부산일보 11면 사회

새달부터 서울 등 14곳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 경유차 못 

다닌다
서울신문 14면 정책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차 운행금지 11월부터 전국 확대 중앙일보 12면 종합

태풍 미탁

낙동강 하구 7년 만에 홍수주의보… 태풍 ‘미탁’ 피해 속출 부산일보 10면 사회

7년 만에 낙동강 홍수주의보 발령… 전국 10명 사망·4명 실종 국제신문 03면 사회

시간당 100㎜ 물벼락… 숨진 10명 중 7명이 산사태로 조선일보 14면 사회

축대도 없이 석탄재 매립… 부산 산사태로 3명 사망·1명 실종 문화일보 09면 사회

11명 사망·3명 실종…최악의 인명피해 내일신문 04면 자치

전국기능

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11일까지 부산서 열려 동아일보 18D면 영남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 가린다… 1800명 8일간의 열전 파이낸셜 04면 부산

전국 기능경기대회 오늘 개막 11일까지 열려… 1847명 출전 문화일보 36면 인물

기장군
“입찰 탈락 업체가 공사”… 기장군 양빈사업 ‘부정행위’ 정황 부산일보 10면 사회

내년 초 입주 일광택지지구 도시가스 공급 늦어지나 국제신문 10면 사회

남구 ‘친수공간 개발’ 용호부두 9일 시민에 개방 국제신문 10면 사회

동래구 동래 옛 연탄공장 부지서 중금속 검출… 도시 숲 조성 차질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부산 ‘생활임금’ 확산… 도입 주장한 북구청장은 ‘모르쇠’ 국제신문 09면 사회

10/5 파일 없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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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에 부산대첩 기념공원 만들자” 부산일보 02면 종합

수영만 요트경기장 앞 교통체계 개선 부산일보 12면 사회

만성 정체 해운대해변로 교통체계 개선 국제신문 09면 사회

강동석 회장, 부산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 부산일보 25면 인물

한 달에 2건 이상 사고… 자발적 ‘2010’ 실천하길 부산일보 14면 사회

“광안대교 관광상품 모험콘텐츠가 유망” 부산일보 05면 종합

위기의 부산 택시업계 “지원금 늘려주오” 부산일보 08면 사회

보행덱 공사·택시 불법주차… 부산역 인근 사라진 보행로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소상공인 디자인 ‘함, 바까보까’ 경향신문 12면 전국

부산 골목가게의 변신 파이낸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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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차별 버리고 포용국가로” 매일경제 37면 인물

부산교통공사 오늘 채용설명회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경제

예탁결제원, 일자리 창출 선도기업 ‘우뚝’ 부산일보 17면 경제

블록체인 MBA 과정도 만든다… 부산 규제자유특구 속도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마이스 시장개척단, 싱가포르서 노하우 배운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發 17개 시·도 콘텐츠 수출길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콘텐츠산업 역량 모은다… 부산서 지역거점기관 출범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정부 믿고 온 유턴기업 ‘절반만 가동’ 매일경제 01면 종합

“공장 다시 돌리는데 2~3년…법인세 감면기간 지나버려” 매일경제 03면 경제

中철강업체 ‘부산공장 설립’ 무산되나 머니투데이 14면 산업

전력기금 여유자금 지나치게 많아 내일신문 14면 산업

중국발 농축산물 국제우편 밀수 급증 내일신문 14면 산업

부산 정치

오거돈 시장 ‘미투·불법 선거자금 의혹’ 유포자 오늘 고소 부산일보 12면 사회

미투 등 의혹에 발끈한 오 시장 “가짜뉴스… 모두 책임 묻겠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김정은 부산 방문 ‘빨간불’ 부산일보 10면 정치

지방선거 재·보선 규모·특성 따라 PK 총선 판도 크게 달라진다 부산일보 11면 정치

與 단체장-野 국회의원, ‘낙동강 아트홀’ 두고 또 충돌 부산일보 11면 정치

“검찰 개혁” vs “조국 퇴진” 주말 부산서도 갈라진 외침 부산일보 14면 사회

‘광장 vs 광장’ 극한대결… 정치권, 수습 뒷전 갈등 부채질 국제신문 03면 종합

靑 “내달까지 필리핀 등 아세안 3국과 FTA 체결 노력” 국제신문 04면 종합

檢출석 정경심 조서열람 11시간, 조사는 2시간반 동아일보 01면 종합

오늘 중앙지검 국감… ‘과잉수사 vs 특혜수사’ 난타전 예고 동아일보 02면 종합

“유재수 비위, 조국에 보고뒤 감찰중단” 문화일보 01면 종합

비위 명확한데 특감회의서 “중단”…‘명령’ 가능한 윗선 누구 문화일보 03면 정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50일 앞으로 내일신문 04면 정치

코레일 방치로 5대 자회사 부실경영 내일신문 04면 정치

부산 문화

2019 부일영화상 최우수작품상 ‘기생충’ 부산일보 01면 종합

임권택 감독 “곡절 뚫고 달려온 한국영화, 뜻 깊은 한 해” 부산일보 04면 영화

‘하늘 아래 바다 위’ 1만 5000명 ‘달리는 기쁨’ 누리다 부산일보 20면 사회

“해수욕장 끼고 뛰는 새 코스, 모두 만족” 부산일보 20면 사회

친구·가족·반려견과 ‘완주’… 잊지 못할 추억에 활짝 ‘웃음’ 부산일보 21면 사회

‘우리는 길 위의 친구’… 아시아인 함께 갈맷길 걷는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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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영화박물관 논의만 5년째… 이제 실행 옮길 때” 국제신문 21면 영화

영화에 방송까지 편입… 영상콘텐츠 직거래 ‘북적’ 한국경제 30면 문화

3500여명 함께… 부산에서 ‘도서관대회’ 내일신문 19면 문화

구평동 

산사태

배수로 없던 산 경사면에 엄청난 빗물 고여 석탄재 토사 

‘와르르’
부산일보 03면 사회

토질 조사 빠진 ‘허술한’ 산사태 위험지도 부산일보 03면 사회

“아직도 참사 믿어지지 않아” 유가족들 비통 부산일보 12면 사회

군부대 넓히려 석탄재 매립 지시 의혹… 군 “확인 어렵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토목학회 “산사태 아닌 인공사면 붕괴”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구평동 산사태 관련 “모든 산 붕괴위험 요인 정밀조사 

할 것”
아주경제 21면 사회

부산 산사태 매몰자 4명 모두 숨져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 산사태 인재냐, 천재냐 경남신문 09면 자치의정

부산국제

영화제

남포동 부활… BIFF ‘투 트랙’ 순항 국제신문 01면 종합

흥행 주역들 부산영화제에 다 모였네 국민일보 24면 문화

티격태격 엄마와 딸…더 깊고 섬세해진 가족의 탄생 한겨레 21면 문화

전세계 303편 영화 ‘부산서 상영중’ 아주경제 21면 사회

거장의 작품엔 그들만의 에너지가 끓는다 문화일보 17면 문화

형제복지원 부산시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공식화 국제신문 02면 종합

남구 ‘친수공간 개발’ 용호부두, 8개월만에 시민에 개방 파이낸셜 04면 부산

북구 폐쇄된 구포가축시장서 개고기 판매 잇단 제보… 음해?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구 ‘국제마린컨벤션’ 5년째 먼지만 자욱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區 지원받는 청년 예술가들 “공연도 하고 앨범도 냈어요” 한국일보 16면 전국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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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670명 신규채용, 청년 구직자 ‘주목’ 부산일보 02면 종합

한진CY부지 사전협상 시민토론회… 2차로 마무리 부산일보 10면 종합

한진CY땅 개발, 시민 들러리 세운 ‘시민토론회’ 국제신문 13면 경제

“지자체에 입법권 보장·원전 권한 강화해야” 부산일보 12면 사회

들리는 영도대교, 안전 흔들린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영도대교 이상 진동 현상 국제안전기준 10배 초과 국제신문 09면 사회

라임병 급증, 진드기 주의보!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마민주항쟁에만 없는 ‘정신 계승 조례’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전국 최우수 경남일보 12면 인물

농협, 수신자부담 전화 ‘미적’ 내일신문 04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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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유엔위크 원년 지정…부산시‘글로벌 평화도시’박차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헬싱키 하늘길 열린다, 두 도시 홍보 ‘열일’ 중 부산일보 18면 교통

“해수동 뭉쳐야 통한다” 해운대, 조정지역 해제 답변 유예 요청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시, 청산강철 유치 솔로몬의 지혜를” 부산일보 16면 경제

해운대구, 동래·수영과 조정지역 해제 답변 함께 듣는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민관학 전문가들 ‘국제관광도시’ 전략 짠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상의, 화전산단 태풍 피해기업 지원 요청 국제신문 13면 경제

선원노련, 순직 선원 위패 봉안·합동위령제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독보적 기술 개발로 부산 수처리 산업 육성 견인”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형 일자리 관건 지역상생·노사협력”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고임금 벗어나 기업 지속가능성↑… 근로자엔 주거·복지·보육 

지원
리더스경제 05면 기획

에어부산, 인천공항서 내달 첫 날갯짓 서울경제 32B면 전국

스마트시티 부산의 미래 미리본다 파이낸셜 02면 경제

“中企가 주축인 부산 제조업 … 주52시간제 탄력 운영 절실” 한국경제 28면 전국

부산 정치

‘오 시장 의혹 제기’ 유튜버 경찰 수사 착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오거돈, 미투·돈거래 의혹 제기한 유튜버 고소 국제신문 05면 종합

오거돈 부산시장,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 형사고소 경남매일 05면 사회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취임 후 ‘최저’ 부산일보 08면 정치

중도층 이탈… PK 與 지지율 30% 붕괴 국제신문 04면 종합

당론이냐 표심이냐… 부울경 與 의원 딜레마 국제신문 04면 종합

여상규 “패스트트랙, 검찰 손댈 일 아니다”… 수사압력 논란 국민일보 09면 정치

오직 票 … 총선에 맞춰진 與 ‘정책 시계’ 한국경제 01면 종합

票만 보고 달리는 당정열차 … 반발엔 몸 사리고, 퍼주기 정책 

속도전
한국경제 03면 정치

부산 문화

‘범죄도시’ 진선규 뒷담화 방출에 ‘웃음바다’ 부산일보 21면 문화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치맥’ 먹으며 영화 보는 재미 ‘쏠쏠’ 부산일보 21면 문화

BIFF 성장전략 고스란히… 故 김지석의 꼼꼼한 ‘출장일기’ 국제신문 02면 종합

‘스크린 중계’만 하겠다니… 경륜 선수들 반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스포원 경륜 중단 존립기반도 ‘흔들’ 국제신문 01면 종합

영화 속으로 빨려들어간듯… 눈앞에 괴물이 나타났다 동아일보 22면 문화

시민과 소통하는 시네마 축제로 재도약 아시아투데이 21면 연예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국가 책임’ 구체화한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2019년 시정일지

406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구평동 

산사태

구평동 산사태 키운 ‘부실 배수로’ 모르쇠 사하구청 돌연 “우리 

관할”
부산일보 01면 종합

더딘 복구·원인규명… 토사 덮친 공장 피해액 ‘눈덩이’ 국제신문 06면 사회

무너진 터전 뒤로하고 가족과 마지막 작별 인사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유엔

위크 운영

올해부터 ‘부산 유엔 위크’ 지정 본격 운영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올해를 ‘부산유엔위크’ 원년으로 한국일보 15C면 부산

평화 되새기는 2019 부산유엔위크 파이낸셜 02면 경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승인

부산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탄생 부산일보 12면 사회

2021년 부산 강서에 SW마이스터고 생긴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위한 ‘부산 SW 마이스터고’ 최종 승인 국민일보 18B면 사회

부산시, SW마이스터고 유치 확정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조국-유재수 

논란

국론 분열 야기한 조국 사태, 지역 현안도 삼켰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유재수 비위, 조국에 보고 뒤 감찰 중단” 靑 특감반원 추가 

증언
부산일보 03면 정치

前 특감반원 “유재수 비리 감찰, 조국에 보고 후 중단됐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유재수 비위, 조국에 보고된뒤 감찰 중단” 동아일보 05면 정치

與 “조국 피의사실 흘렸나” 중앙지검장 “수사팀 보안 각서 

썼다” 
서울신문 04면 정치

“유재수 비위 감찰, 조국 보고뒤 중단” 세계일보 04면 정치

청와대 前특감반원 “조국에게 보고된 뒤, 유재수 비위 감찰 

무산”
조선일보 05면 정치

“유재수 관련 비위 감찰 조국에 보고된 뒤 중단” 중앙일보 01면 종합

여 “피의사실 왜 흘리나” 야 “검찰개혁 빌미 수사 외압” 난타 한겨레 04면 국회

“유재수 비위 관련 감찰 조국에 보고 후 중단돼” 한국일보 03면 정치

“조국 관련 피의사실 공표” 與공세에 … 檢 “수사팀 위축시켜” 매일경제 06면 정치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 국감 뒤흔든 ‘조국대전’ 아주경제 06면 정치

“유재수 비리 의혹 감찰 조국에 보고 뒤 중단됐다” 한국경제 06면 정치

유재수 징계 안한 금융위원장 ‘직무유기’ 논란 문화일보 04면 사회

김도읍 의원 “유재수 감찰 중단에 청와대 ‘윗선’ 개입” 내일신문 20면 기획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유아숲 놀이터’ 생긴다 부산일보 12면 사회

명지소각장 年 30억 벌며 주민 지원 0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기장군 기장군,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 ‘탄력’ 한국일보 15C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 마린시티~달맞이언덕 관광거리 조성 추진 국제신문 08면 사회

10/9
부산 시정

‘금정산+태종대·오륙도·이기대’ 국립공원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 ‘쉼터’ 생긴다 부산일보 09면 사회



시정 이모저모

407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독감 예방 주사 맞으세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실 복원’ 영도대교 市-건설사 책임공방 부산일보 01면 종합

“직원들 임금마저 못 줘”… 산사태 피해 업체 ‘생계 막막’ 부산일보 09면 사회

혈세 드는 부산 버스회사 임원 인건비 ‘전국 최고 수준’ 부산일보 10면 사회

“원전 철판 부식 대책, 국회 나서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미세먼지 관리대상 학교 범위에 유치원까지 포함시켜 뿌듯” 부산일보 21면 인물

영도 해양 혁신기지 등 부산 뉴딜사업 4곳 선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백섬 누리마루 야경명소 만든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정신건강축제’ 시민공원서 개최 국제신문 15면 노동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일 서면에 부산 첫 개소 국제신문 09면 사회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부산 서면서 10일 오픈 한국일보 12C면 부산

한글도메인 쓰는 부산 공공기관 2곳뿐 국제신문 08면 사회

식중독 원인조사도 인터넷 시대… 부산시 “전국 첫 개발” 한국일보 12C면 부산

겨울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브레인 부산 21 플러스’ 우수 사업단 5곳 선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태양광업체, 6000억 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투자 유치 

시동
부산일보 13면 경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부산서 볼 수 있을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을 미래먹거리 콜드체인 물류허브로” 부산일보 13면 경제

지역화폐도 지역 간 양극화 부산일보 12면 경제

부산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밀집도 전국 2위 부산일보 12면 경제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홀대, 임대료 때문? 부산일보 06면 종합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4차 산업 주도할 공동기구 추진 국제신문 11면 경제

불황·공익심사 겹쳐 건축경기 위축 국제신문 01면 종합

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 부산공장서 생산 본격화 한국일보 18면 경제

부산 정치
정경심 ‘조국 펀드’ 차명투자 의혹 놓고 공방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與 “골목민심 챙겨 총선 승리하자”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서 열리는 세계적 스포츠대회 함께 즐겨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BOF ‘외국인 전용’ 전세 열차 운행 부산일보 02면 종합

한국영화 빛낸 걸작들, 돗자리 상영관서 만나요 국제신문 17면 영화

구포가축시장 개소주 판매… 부산시·북구 곤욕 국제신문 16면 영화

부마항쟁
“부마민주항쟁은 국민의식 성장 이끌어” 국제신문 02면 종합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망가진 삶… 대인관계도 생계도 막막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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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창 원 시 민  6 0 0 명  중  7 9 %  “ 부 마 항 쟁  알 아 도 

진상규명운동은 몰라”
국제신문 06면 기획

북구 구포가축시장 개소주 판매… 부산시·북구 곤욕 국제신문 09면 사회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 호텔 건립 사업, 또다시 표류 부산일보 04면 종합

영도구 영도 대평동 ‘해양산업 혁신기지’ 발판 마련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운대구

‘부산 첫 계획도시’ 해운대신시가지, 30년 만에 새옷 입는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해운대신시가지 명칭 내년 말에 바뀌나 국제신문 09면 사회

도심 속 원시림 개방해 ‘숲체험 공원’ 만든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10/10

부산 시정

식중독 역학조사 신속·정확해진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식중독 원인 조사 설문 시스템 부산, 전국 첫 개발…이달 적용 서울경제 32B면 전국

‘웰다잉’ 시대라는데… 부산형 호스피스 사업 ‘제자리걸음’ 부산일보 11면 사회

전동킥보드·전동휠 이용안전조례 추진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 일반택시 감차 연내 총 120대 줄인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치매환자 상태도 안 보고 ‘검사완료’ 관행처럼 돼왔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전동,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전국 1위 국제신문 08면 사회

예산 없다며 생태계 교란종 ‘반쪽 조사’만 해온 부산시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IOT·5G 이용 생활서비스 본격 제공 국민일보 15A면 사회

부산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개소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도시재생 ‘가속’ 뉴딜사업에 4곳 추가 파이낸셜 01면 종합

민간 중심 지역문제 해결 합의형 모델 필요 경남매일 13면 인물

부산 경제

“부산 중소·벤처기업서 일할 청년 찾습니다” 부산일보 15면 경험

중소·벤처 취업희망 부산청년 60명 모집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이케아에 국내 최대 테마파크까지! 세계 명품 관광도시 ‘성큼’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국제관광도시’ 타이틀 전쟁 돌입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항국제터미널 일본행 수속시간 30분 더 준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출구 안 보이는 한일… 수십년 쌓은 자매결연·교류마저 경색 서울신문 06면 경제

부산 정치

입장 바뀐 여·야, 21대 총선 성적표는? 부산일보 05면 정치

前 PK 시·도지사들 조국 대응 ‘대조적’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온 靑안보실장 ‘한·아세안 회의’ 준비 점검 국제신문 05면 종합

내일 부산시 국감… 오거돈·유재수 의혹 진위 불꽃공방 예고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與, 총선 가상대결서 野에 고전 예상 뛰어넘는 ‘조국 

역풍’에 충격파
국제신문 04면 종합

與,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북한개발은행’ 추진 조선일보 06면 국방



시정 이모저모

409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문화

‘부산을 기록하다’ 2019 BFAA 국제아트페어 막 오른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신공항 검증 물건너가나… ‘무능한’ 정치 ‘애타는’ 시민 부산일보 01면 종합

검증단 구성 총선 민원 프레임에 날아간 지역민 염원 부산일보 03면 종합

“작년 ‘벌새’ 성과… 올해도 뛰어난 여성 감독 많아졌다” 경향신문 24면 문화

블록체인 

특구 지원 

업무협약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성공하도록 지원을” 부산일보 10면 종합

블록체인 허브 부산 ‘공공 암호화폐거래소’ 필요성 제기 국제신문 12면 경제

블록체인 규제자유구역 오늘 업무협약식 개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오늘 블록체인 특구사업 업무 협약 서울경제 32B면 전국

블록체인사업 활성화, 민관 손잡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마항쟁
“올해 첫 국가기념 부마민주항쟁 연대와 공감으로 기억할 터” 한겨레 19면 인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행사 ‘다채’ 경남신문 06면 사회

형제복지원 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국가책임 토대 만든다 경남도민신문 07면 지역

금정구 ‘금정 메타세쿼이아’ 안전 문제로 모두 벤다 부산일보 12면 사회

중구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쉽지 않네’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 장산 자체 관리 ‘구립공원’ 지정 추진 국제신문 06면 사회

10/11

부산 시정

“산사태 더 이상 안 돼” 부산 곳곳 재발 방지 위해 팔 걷었다 부산일보 03면 사회

보육교사협회 전국 최초로 부산서 발족 부산일보 12면 사회

“미세먼지 심한 계절 석탄발전소 가동 줄여야” 부산일보 12면 사회

미세먼지 막을 학교강당 건립 올해 1건뿐 부산일보 01면 종합

안전 매뉴얼 없는 영도대교, 위험만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부산일보 03면 사회

부산, 개인택시 운전자 절반이 ‘65세 이상’ 부산일보 10면 종합

“종파 초월 승가·재가 하나의 뜻으로 자비정신 실천할 때” 부산일보 06면 인물

부산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379억 부과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97억원 부과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시, 왜곡된 대리운전시장 개입해 공정성 강화해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이동노동자센터 ‘도담도담’ 개소식 파행 국제신문 10면 사회

암치료 지원금 가을이면 동나… 신청 늦으면 해넘기기 일쑤 국제신문 10면 사회

성과급 잔치·리베이트 지급 의혹… 부산 본사 해양공기관 

방만경영
국제신문 04면 종합

‘걷기 도시’로 변신하는 부산 경향신문 12면 전국

부산서 아시아 최대 걷기축제 열린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남북협력기금 ‘셀프 지원’ 논란 동아일보 14면 사회

부산 경제 “부산을 수소 밸류체인 거점으로” 에너지硏 개소 부산일보 18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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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협력 ‘갈탄수소’ 개발… 부산기업 선봉에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부산 핀테크 허브 ‘U-스페이스 BIFC’ 14일 개소 부산일보 19면 경제

핀테크허브센터, 간판 바꾸고 유니콘 기업 육성 나선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금융산업 발전 비결 머튼 교수에 듣는다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 강서 등 도시재생 21곳 국토부, 전문가 컨설팅 시작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수산물 위판장 절반 이상 갈매기·쥐에 ‘무방비’ 부산일보 20면 농수축산

스마트시티 핵심동력 될 ‘부산형 리빙랩’ 모색 국제신문 18면 IT

부산상의 “북항 복합리조트 건설” 국가균형발전위에 요청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을 ‘국제관광도시’로 국제신문 15면 경제

관광티켓 발권도 농산품 이력관리도 블록체인 활용 국제신문 14면 경제

‘디지털 월스트리트’ 꿈꾸는 부산 머니투데이 11면 산업

롯데타워 착공 내년으로 또 연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항 지난달 물동량, 작년비 8.1% 하락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대학은 신기술 기업에 이전, 기업은 연구성과 시장에 적용 국제신문 06면 기획

초음파로 반도체 결함 검출… 핵심기술 모두 국산화 성공 국제신문 06면 기횏

전국기능경기대회 대통령상 부산기계공고 김백준 문화일보 36면 인물

경기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내일신문 17면 정책

부산 정치

의문투성이 태양광사업에 오 시장이 투자 펀드 고문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첫 국정감사 오거돈·유재수 등 고위인사 정조준 부산일보 05면 정치

오거돈 시장, 유튜버에 5억 손배소 부산일보 11면 사회

오거돈 시장, 미투 의혹 제기자에 5억 손배소 국제신문 08면 사회

관문 공항·엑스포·복합리조트…‘꽉’ 막힌 정치에 지역 현안도 

‘꽉’
부산일보 08면 종합

PK민심, 文·민주·시도지사에 모두 싸늘 부산일보 05면 정치

총선 여론조사 결과, 기 죽은 與 기 살아난 野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도 독일처럼 깜짝 평화통일 이룰 것” 국제신문 26면 인물

“1조원 규모 안면도 태양광 사업 업체 수주과정서 여권 인사 

개입”
조선일보 10면 종합

野 “1조원대 안면도 태양광사업 부실업체 특혜…與인사 연루 

의혹”
한국일보 05면 정치

비리감찰 무마의혹 등 野, 유재수 집중 질타 문화일보 04면 정치

부산 국감, 오거돈·유재수 겨냥 내일신문 06면 자치

부산 문화
부산자갈치축제, 오이소 보이소 부산일보 12면 사회

“자갈치축제에 놀러 오이소”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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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음식 한자리에 부산일보 18면 경제

부산 작년보다 4계단 상승 8위, 4점 모자라 목표 7위 실패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부산국제영화제, 뉴질랜드 영화인에 영감과 기회의 장 제공” 부산일보 27면 인물

‘2019 맘 편한 부산’ 개막… 임신·출산·육아 최신 정보 ‘와르르’ 국제신문 09면 사회

바다 주제 독서축제 부산 해양박물관서 12, 13일 열려 동아일보 16D면 영남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육성

부산시,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80곳 키운다 부산일보 19면 경제

부산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100개사 육성… 폐공간 활용 물류 

지원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 전자상거래 분야 스타트업 80社 육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커머스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대구공항 통합이전’ 둘러싼 온도차 여전 한국일보 14B면 대구

부산상의 “관문공항 건설 해결” 촉구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연내 김해신공항 검증 마쳐야” 파이낸셜 02면 종합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통행료 화물차 5000원 할인 부산일보 02A면 종합

거가대교 대형화물차 통행료 내년 1월부터 5000원 내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거가대교 통행료 내년부터 내린다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거가대교 대형화물차 통행료 내년 인하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거가대교 통행료 찔끔·생색 인하 ‘반발’ 경남매일 01면 종합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5000원 내린다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마항쟁

전국 9개 도시 시민합창단 부산서 민주주의 열창한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마항쟁 40주년 기념 ‘합창축전’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40년만에 첫 국가기념일 부마민주항쟁 행사 다채 한겨레 12면 전국

동구 툭하면 멈추는 동구 산복도로 모노레일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진구 전포천 벌레들 등살에 상인들 “장사 망쳐”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엘시티, 조명 활용 ‘야간 경관 콘텐츠’ 사업 추진 국제신문 10면 사회

10/12 野 “유재수 靑감찰 중단, 조국 관여 때문” 동아일보 03면 정치

관광업 육성 나선 부산시, 통영·여수서 대박난 케이블카는 

나몰라라
중앙일보 14면 경제

해상타워, 종전 안보다 절반 줄여 환경훼손 최소화 중앙일보 14면 경제

靑민정실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조국 본 적도 없다” 매일경제 05면 종합

유재수 “조국 장관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 한국경제 23면 사회

10/14
부산 시정

“영도대교 도개보다 시민 안전 우선” 부산일보 11면 사회

도시철도 요금 인상 정례화? 부산시 ‘꼼수’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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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재직’ 공무원 태부족 재난 대응 ‘구멍’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호스피스 병상 태부족 시의회선 지원 늘린다는데…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민 4명 중 1명 상시적으로 외롭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강한 노동강도가 운전 부주의로… 도로 위 ‘시한폭탄’ 부산일보 11면 사회

강풍에 날아간 철판, 동해선 전차선 ‘뚝’ 부산일보 09면 사회

부산지역 인구감소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 찾는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에 꼭 맞는 인구대책은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에 오거돈 시장 손해배상 청구 경남일보 05면 사회

부산 경제

“FIATA 세계총회 내년엔 부산 오세요”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구멍 뚫린 수산물 검역… 日 활어수송차 전국 활개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국책은행 기업투자지원 79% ‘수도권 쏠림’ 부산일보 14면 경제

벤처 더 심화된 수도권 쏠림… 균형발전 구호 무색 부산일보 16면 경제

환경규제 수혜 조선기자재 수출 잰걸음 국제신문 01면 종합

중국·싱가포르 사무소 운영… 올해 러시아·그리스 공략 국제신문 06면 기획

선박평형수 내 미생물 처리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태풍 ‘미탁’ 피해 中企에 정책자금 등 지원 한국일보 14면 전국

부산 산단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오늘 ‘산단 태양광발전사업 설명회’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시·BNK금융그룹 핀테크 유니콘 키운다 매일경제 30면 전국

“북·중·러 값싼 갈탄 채굴·활용 부산, 수소생산 주도권 

선점할것”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시, 클린에너지 전력자립률 확대 노력 경남매일 06면 지역

“공부 잘했지만 마이스터고 진학… 저만의 기술 배워 보람” 문화일보 29면 인물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결제’ 사고책임 모호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정치

오거돈·유재수·노환중 관련 의혹들 ‘도마 위’ 부산일보 06면 종합

국감 도마에 오른 ‘원전 주변 드론 비행’ 부산일보 10면 사회

하토야마 日 전 총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 부산일보 10면 사회

총선 D-6개월, 민주 ‘초조’ vs 한국 ‘여유’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 방 없이 변죽만 울린 부산시 국감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울경 여성 의원 후보 누가 뛰나 국제신문 05면 정치

강제동원역사관 간 하토야마 “日, 진실 직시해야” 동아일보 26면 인물

“유급당하고도 6연속 장학금은 조민 유일” 중앙일보 01면 종합

조민 장학금 2017년부터 잡음 … 노환중, 동료 교수와 다툼도 중앙일보 03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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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부산체고·시체육회 선전, 부산시청 실업팀 올해도 이름값 못 

해
부산일보 27면 스포츠

부산, 아시아걷기축제 7000여 명 동행… “이젠 WTC 유치” 국제신문 02면 종합

“걷기 인프라 확대는 21세기 도시 생존 문제와 직결” 국제신문 25면 인물

팝부터 클래식까지 세계 합창의 향연 부산국제합창제 16일 

개막
국제신문 20면 문화

“지스타, 보는 게임축제로” 서울경제 14면 IT

부산 삼한시대 무덤군 연구 공개… 가야초기 수수께끼 풀리나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부산국제

영화제

“연령·플랫폼 외연 넓혔지만 예산 증액 과제” 부산일보 02면 종합

‘손가락 하트’ 속 저문 BIFF “내년에 또 만나요” 부산일보 22면 영하

“내게 BIFF는 환상적 곧 부산서 영화 촬영” 부산일보 22면 영화

관객 참여 3배 늘어난 남포동… 홀대론 벗고 해운대와 

‘쌍두마차’
부산일보 21면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절반의 성공… 亞수작 늘고, 관객 줄고
아시아투데이 21면 연

예

예년만 못한 BIFF, 재도약 가능성 확인 경남매일 14면 방송

동남권

신공항

吳 “대구·경북이 동남권 관문공항 합의 먼저 위반”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시민, 동남권 관문공항 지지도 70% 첫 돌파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시, 현직기장 인터뷰 앞세워 동남권 관문공항론 재점화 아주경제 21면 사회

“가덕도를 신공항으로” 부산시 전방위 여론전 파이낸셜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재검증 “총선용” vs “잘못 바로잡는 것” 경남신문 04면 종합

부마항쟁

기념관 방문객 반짝 늘었지만… 기억에서 잊혀지는 그날의 

함성
서울신문 14면 사회

“우리의 소원은 자유”…부산대생들이 유신철폐 투쟁 불지폈다 한겨레 12면 기획

“보수·진보 아우르는 국가기념일로” 경남도민일보 03면 사회

독재에 맞선 최초·최대의 시민항쟁 경남신문 04면 종합

부산진구 안전펜스·신호등도 없이 … 위험천만 등굣길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하구 석탄재 범벅 토사, 공사장 성토 재활용 계획… 안전성 논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엘시티 빌딩풍·보일러 연기 대책 필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10/15

부산 시정

국제관광도시 도약 첫 단추, ‘부산다움’을 찾아라 부산일보 18면 교통

북항 2단계 재개발 본궤도 오른다… 사업시행자 공모 시작 부산일보 08면 종합

항만·철도 배후지역 결합 개발… 북항 2단계 재개발 본궤도 국제신문 01면 종합

“20~30대 5만 명 유입책 절실”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인구정책, 감소 전제로 삶의 질 차원서 접근해야” 국제신문 02면 종합

재개발로 쫓겨난 부산 최고령 노거수 ‘고사’ 위기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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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동 산사태 ‘특별재난지역’ 불발 유력 부산일보 11면 사회

구평동 사고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안돼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부산일보 11면 사회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시민사회 “강력 추진을” 국제신문 09면 사회

최신 정보 나누고 무료 검진까지… 격 다른 ‘맘페어’ 2만 명 

찾았다
국제신문 21면 건강

부산시·코이카, 내일까지 해운대 그랜드호텔서 민주주의포럼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시 “수입 소명않는 민자도로 사업자 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진역 철도시설 2026년까지 이전·지하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경제

“부산형 첨단 해양일자리 창출, 디지털 전환에 달렸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부산형 첨단 일자리 발굴해야”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국토부 R&D예산 ‘지방 소외’ 5년간 수도권에 65% 편중 부산일보 16면 경제

레저·테마파크·해안·레포츠… 연 100만 명 찾는 관광지 만든다 부산일보 14면 기획

국제물류協 남아공 총회 “내년엔 부산서 만나요”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항 강점 계량화해 환적화물 유치에 활용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신항 서컨 부두 철도·도로 설계 이달중 착수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갈수록 쪼그라드는 ‘부산 경제 경향신문 15면 전국

부산에 유럽형 스마트시티를… 17일 ‘스마트시티 부산포럼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조국 물러났지만 두 동강 난 여론은 ‘그대로’ 부산일보 01면 종합

“안타깝다” vs “만시지탄”… 엇갈린 범여권-보수 야당 부산일보 04면 정치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정치는 생물이니… 부산일보 04면 정치

여론·수사 압박에… 조국 결국 퇴장 국제신문 01면 종합

조국 부산서 총선 출마?… 전재수 “본인이 판단할 문제” 국제신문 05면 정치

과태료만 내면 그만… 총선 후보자, 토론회 불참 수두룩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울경 여론 폭발, 조국 사퇴 불렀나 내일신문 03면 정치

부산 문화

가장 작고 낮은 존재 향한 요산 김정한의 애정 돌아보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불의에 저항 ‘큰 어른’ 요산 문학 되짚어보기 국제신문 18면 문화

영화축제 물결 끝나자 ‘국제합창’ 물결 밀려온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원북원부산’ 부산일보 22면 문화

귀 호강하는 시민공원 가을 콘서트… 돗자리만 챙기세요 국제신문 18면 문화

세계 영화 소외 나라 감독·작품 발굴 큰 성과 경남매일 14면 방송

부마항쟁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의 위대한 5일”… 부마항쟁 40주년 

맞는다
경향신문 08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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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첫 정부 주최 국가기념일 행사… 부산·마산 한자리에 경향신문 08면 기획

사망자 인정 단 1건… 진상규명위 연말 종료, 연장도 불투명 경향신문 08면 기획

네오내오없이 외치는 함성… 부마에서 광주로 잇는다 한겨레 21면 인물

마산으로 번진 유신철폐 함성… 박정희 독재, 최후를 맞다 한겨레 12면 기획

17·18일 부마항쟁 40주년 국제학술대회 경남도민일보 06면 사회

17~18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경남신문 03면 기획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경남일보 06면 종합

가짜 

돼지갈비 

판매 적발

돼지갈비 ‘무한 리필’ 알고 보니… 부산일보 10A면 사회

값싼 목전지,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한 고깃집 국제신문 08면 사회

‘양심불량’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무더기 적발 경남매일 04면 사회

위법 무한리필 돼지갈비점 16곳 적발 경남신문 06면 사회

유-스페이스 

BIFC

세계 핀테크 유니콘 기업, 부산서 키운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亞 제1 핀테크 허브 도약 시동 아시아투데이 23면 지역

부산서 아시아 제1의 핀테크 허브 오픈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 핀테크허브 가동…유니콘기업 육성 박차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유-스페이스 BIFC’ 개소… 부산 ‘핀테크 유니콘’ 기운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BNK금융 “핀테크 클러스터서 유니콘 육성” 한국경제 28A면 지역

은성수 

금융위원장 

부산 방문

부산 찾은 금융위원장 “조선기자재 업체 지원 약속” 국제신문 12면 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성장 적극 지원” 세계일보 16면 경제

‘부산행’ 은성수 “조선업 적극 챙길것” 매일경제 16면 금융

“산은-수은 합병” 이동걸 소신에 “개인 의견” 다시 선 그은 

은성수
서울경제 10면 금융

전국 1000

대 기업 중 

부산 34곳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34곳뿐 ‘초라한 위상’ 부산일보 01면 종합

‘1000대 기업’ 1년 새 4곳 줄어 34곳뿐… 초라한 부산 위상 국제신문 12면 경제

한숨 느는 부산… 1,000대 기업 포함 34곳뿐 서울경제 33B면 전국

거가대교 

통행료
경남도, 거제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내린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동래구 ‘귀하신 물’ 동래 온천수 화장수로 거듭난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사하구
사하구, 2019 도시대상 최고상 부산일보 24면 인물

추억 속 에덴 유원지, 옛 명성 되찾는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연제구 연제구도 청소대행업체 비리 의혹 부산일보 10면 사회

10/16

부산 시정

광무교~부암역 ‘동천 물길’ 복원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동천 복원 ‘도심 크루즈선’ 운항 산복도로~중앙대로 ‘수직 

연결’
국제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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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000억 투입 ‘돌아오는 원도심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 국제신문 03면 종합

원도심 물길-도심길-하늘길 연결한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물길·도심길·하늘길’ 이음… 도심권 시민생활축 완성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시 “국제관광도시 잡아라” 사활 건 유치전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제관광도시’ 선정땐 500억 지원 받아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시 “건축물 높이 ‘120m 제한’ 완화, 탄력적 적용” 부산일보 02면 종합

시민이 세운 고당봉, 이번엔 ‘현수막 테러’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해선 스크린도어 설치하긴 하는데… 문제는 ‘돈’ 부산일보 11면 사회

각국 정상 몰려올텐데… 김해 군 공항 귀빈 의전실 ‘누더기’ 국제신문 08면 사회

장애인 탈시설 예산 ‘0’원… 오 시장 지원 약속 헌신짝? 국제신문 08면 사회

도시철도 지하역사 광고물, 시민 비상대피 방해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율 20% 불과 국제신문 08A면 사회

차량등록업무 시스템 두 차례 오류 부산 등 민원인 70분간 

불편 겪어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6곳에 2993억 투입 국제신문 02면 경제

지속가능 사회 위한 ‘도서관 역할’ 모색한다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시, 21일까지 청렴문화주간 운영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제한속도 60km→50km로 문화일보 34면 전국

“해양동간 마구잡이 난개발 방지” 부산·경남, 통합관리시스템 

시동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경제

‘최악’ 불황 지역 수산업계, 절박함에 풍어제까지
부산일보 22면 농수축

산

16개국 조세전문가 450여 명 부산 왔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저축銀 피해 보전 ‘캄코시티’ 한·아세안 회의서 정상화 총력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 미래차 시험장…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국제신문 03면 종합

주택 거래절벽… 부산시 취득세 수입 1년 새 900억 줄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브랜드 개발’ 역량 갖춘 디자인회사… 부산 기관·기업 가치 

드높여
국제신문 14면 기업

제조업 추락한 ‘부울경’ 서민경제도 골병 매일경제 01면 종합

“자갈치서 29년 장사했지만...축제 대목도 썰렁하긴 처음” 매일경제 03면 경제

부산 기업 위상, 갈수록 추락 한국경제 30A면 지역

“北·中·러 갈탄 확보해 액화수소 대량생산·공급” 문화일보 13면 전국

부산 정치

한국당 ‘뉴보이’ 필요한데… ‘올드보이’들만 기지개 부산일보 06면 정치

시민은 경기불황에 허리띠 ‘꽉꽉’ 시의원은 국내연수에 세금 

‘팍팍’
부산일보 06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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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로… 운동회로… 부산 여야 인사 총선 채비 국제신문 05면 종합

PK 한국당, 총선 앞둔 물갈이 ‘째깍째깍’ 국제신문 05면 종합

하태경 “비당권파 한국당과 통합보다 11월·12월 신당 창당” 국제신문 05A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내년부터 출품료 부과 부산일보 24면 문화

부산영상위 ‘수장’ 또 공백 부산일보 02면 종합

김휘 부산영상위 운영위원장 1년 만에 사퇴… 지역 영화계 

‘당혹’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국제영화제 계기로 16년 만에 어머니와 두 형 다시 

만났죠”
부산일보 29면 인물

불교 화합의 장… 스님 1000명·불자 10만 명 부산시민공원에 

모인다
국제신문 18면 문화

“영화 관람등급 분류, 시민과 소통해 논란 줄일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 첫 LPGA 대회 … “관광도시 브랜드 알릴 것” 매일경제 32면 스포츠

부마항쟁

“진상 규명 심의위 활동 연장하고, 관련자 보상 폭 더 늘려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40년을 기다린 ‘우리들의 부마’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마항쟁의 역사’ 40년 만에 되살아난다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 첫 정부 주관 행사로 서울신문 14면 정책

박정희 독재 끝낸 첫 민중항쟁, 40년째 기념관 하나 없다 한겨레 08면 기획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첫 정부주관으로 열려 서울경제 29면 전국

부마항쟁 40주년, 오늘 첫 정부주관 기념식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오늘 첫 정부 주관 부마항쟁 기념식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오늘 경남대서 부마항쟁 첫 국가기념식 경남신문 01면 종합

오늘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첫 정부행사로 경남일보 02면 종합

5.18과 6.10 불씨 된 ‘부마민주항쟁’ 내일신문 04면 자치

文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해야” 문화일보 01면 종합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 위해 존재” 내일신문 01면 종합

文 대통령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 명심해야” 헤럴드경제 01면 종합

상수도 

마스터플랜

수돗물 불신 낙동강 탓 회동수원지 양 늘린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수도관로 주기적 세척 붉은물 사태 예방 부산일보 08면 사회

부산, 깨끗한 물 공급 ‘상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 수돗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부산, 고품질 수돗물 위한 ‘마스터플랜’ 가동 서울신문 23면 전국

부산시 ‘24시간 맑은물 공급’ 시스템 구축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부산시, 전국 최초 ‘상수도 마스터 플랜’ 수립 한국일보 20C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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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정기 관리 붉은물 사태 예방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전국 최초 수립 `상수도 관리 마스터플랜` 경남매일 06면 지역

부산시, 전국 최초 상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사상구 12년간 사고 없던 삼락공원 주차장… 市, 안전 문제라며 폐쇄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구 외국인 환자 1위 서구, 조례 만들어 ‘의료관광도시’ 박차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구 수영구 새 청소대행업체 고르고 고른게 자격미달 국제신문 06면 사회

10/17

부산 시정

부산형 청년주택 680세대 짓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2030 부산월드엑스포 아이디어 주세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문화공간 탈바꿈한 영세 폐조선소 용도변경에 재산세 늘어 

“난감하네”
부산일보 03면 종합

‘1·2차로 타면 바보?’ 얌체 끼어들기 판치는 광안대교 부산일보 02면 종합

“우리 관할 도로 반쪽만 도색”… ‘쩨쩨한’ 행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체 ‘철퇴’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도급택시 운영 업체 3곳에 감차 명령 국제신문 08면 사회

“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 즉각 철회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 범죄” 경남매일 04면 사회

올해 부산 교통사고 사망자 14% 감소… 사하구는 400% 폭증 부산일보 10면 사회

외로움은 ‘침묵의 살인자’ 부산일보 01면 종합

문만 닫으면 철저히 혼자… 오늘도 ‘쓸쓸함’만 쌓여 간다 부산일보 04면 기획

“SNS서 행복한 타인 모습 보며 박탈감…” 부산일보 04면 기획

우후죽순 재개발, 더불어 사는 삶 대신 소외만 불렀다 부산일보 05면 기획

외로움 느낄수록 건강 불만족 ↑ 행복도 ↓ 부산일보 05면 기획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첫 걸음’ 용역비 2억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국제신문 02면 종합

강따라 핀 갈대에 감탄… “특색은 부족” 국제신문 09면 사회

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국제신문 14면 경제

두리발·자비콜, 부산시 직영화 반년 만에 중단 위기 국제신문 08면 사회

산복도로 대개조 기대감 고조 속 입지선정 갈등 우려도 국제신문 09면 사회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주제 공모전 서울경제 32B면 전국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를 찾습니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고품질 수돗물 확보” 상수도 마스터플랜 마련 문화일보 13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 청년 고용률 44.6%, 17년 만에 최고치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고용지표 8개월 연속 개선 청년고용률 2002년 이후 최고 한국일보 15C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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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혁신도시 전매 비율 25% 달해 부산일보 10면 사회

‘아시아 최초 유럽형 테마파크’ 연간 350만 명 방문 기대 부산일보 15면 기획

연간 800만명 찾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 개발 속도낸다 매일경제 D01면 부동산

세계 당뇨 의료종사 1만 명 온다, 관광업계 들썩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저축은 캄코 피해 해결 위해 범정부대표단 캄보디아 

방문한다
한겨레 06면 종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과 경제성장 연결”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KB국민은행, 이번엔 부산서 취업박람회 내일신문 10면 금융

올 두 번째 부산서 ‘KB굿잡 페스티벌’ 헤럴드경제 18면 경제

은성수, 금융중심지 ‘대수술’ 예고 헤럴드경제 18면 경제

스마트 시티 ‘걸림돌’ 된 모빌리티 헤럴드경제 13면 IT

부산 정치

‘조국 유탄’ 맞은 부산 與 의원들 소신·코드·침묵 등 다양한 

행보
국제신문 04면 종합

17명 1065건 발의에 61건만 처리… 일부 의원 법안 남발 국제신문 05면 정치

재산 4년간 평균 3억5000만 원 늘어 ‘재테크 귀재’ 국제신문 05면 정치

PK경제 청사진 담은 기념사…‘조국 지역민심’ 다독여 한겨레 08면 문화

부산 문화

“예술 종합선물세트 한 꾸러미 받으세요” 부산일보 18면 문화

그곳에 가면… 젖지 않고 빗속을 걷는다 부산일보 23면 문화

“감동적이면서, 생각할 거리 던져주는 공연 만들어야” 부산일보 18면 문화

한 번 놀아볼까… 원아페 주말 개막 국제신문 23면 연예

성악·미술·춤… 예술의 향연 마음껏 누리세요 국제신문 24면 문화

“아세안 문화 이해하며, 한·아 특별정상회의 성공 기원합니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특별전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마항쟁

부마민주항쟁 40주년… 항쟁 참여자 격려하는 文 부산일보 01면 종합

국가의 이름으로 처음 기억하는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 부산일보 08면 사회

“푸대접 받던 부마항쟁 지켜온 시민에 감사” 부산일보 08면 사회

‘40년 전 그때처럼…’ 부산·경남 조례 함께 만든다 부산일보 08면 사회

文 “어떤 권력도 국민 위 군림 못해” 현직 대통령 첫 유신독재 

공식 사과
국제신문 01면 종합

40년 만에 찾은 위상… 그날처럼 “꿈에도 소원은 민주” 합창 국제신문 03면 문화

항쟁 발원지 부산대 표석 제막 부산·경남의회 “기념조례 제정” 국제신문 03면 문화

갈 길 먼 진상규명… 관련법 개정안 4건 국회 계류 중 국제신문 03면 문화

“부산마산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 동아일보 10면 종합

文 “유신독재 무너뜨린 위대한 부마항쟁… 피해자들에 깊은 

사과”
서울신문 05면 종합



2019년 시정일지

420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PK 달래러 간 文대통령 “유신독재 사과” 조선일보 08면 종합

文 “부마항쟁이 민주주의 열어 부울경 경제도약 적극 돕겠다” 매일경제 08면 정치

경남·부산 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나서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도의회-부산시의회 기념조례 공동추진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경남도ᆞ부산시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추진 경남매일 02면 종합

경남·부산 ‘부마민주항쟁 조례’ 제정 나선다 경남신문 02면 사회

경남·부산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추진 경남일보 01면 종합

중소기업 

일자리

박람회

오늘 부산 中企 일자리박람회… 193개사 참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우수 中企·구직자 ‘만남의 장’ 선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중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부산시 채용 큰 장 열린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기장군 갑자기 사라진 기장군청 앞 야산, 11년 만에 복원 시작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송정은 사계절 서핑 천국… 이만한 관광상품 없을 것” 국제신문 28면 인물

10/18

부산 시정

70년간 美 무상 점유 ‘55보급창’ 부산 시민에게로 부산일보 08면 종합

“북항 재개발 수익으로 미군 55보급창 공원화하자” 국제신문 09면 사회

청년에게 청년주거정책 만족도 묻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서부산 첫 ‘원아페’ 위해 도로까지 늘렸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침례병원 ‘국내 2호 보험자병원’ 첫발 뗐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대저대교 환경평가 ‘날조’ 공방, 내달 초 ‘판가름’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초고령사회 눈 앞… 정부 차원 특단 대응책 시급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극단적 선택 1위 오명 벗었지만…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고액·상습체납자 404명… 1인당 평균 7억 국제신문 14면 경제

“몸통이 튼튼해야 부산이 날수 있어…” 원도심 확 바꾼다 동아일보 16D면 영남

불황 못견뎌 청년들 ‘脫영남’… 지자체들 ‘비상’ 매일경제 32A면 영남

부산 경제

3075억 세금 징수 지난해보다 배 ↑ 부산일보 08면 종합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폭탄’ 반발 부산일보 17면 농수축산

콘텐츠·도시전문가 ‘한류도시 부산’ 고민 국제신문 14면 경제

원천기술 확보 가능한 ‘뿌리산업’… 제조업 강화 위해 키워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연구개발 집중 투자 창업부터 가장 중시 국내외 망라 협업 

강화”
국제신문 06면 기획

평일 2만명 장날엔 4만여 손님 ‘북적’ 세계일보 15면 경제

시민장터 열기 화끈… 강경화·정우성·헨리도 뜬다 중앙일보 18A면 기획

“부산기업 수출 지원해 지역경제 회복 돕겠다” 매일경제 32A면 영남

과기정통부 “공공분야 블록체인 선제적 도입” 머니투데이 11면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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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조국 사퇴’ 이슈 사라진 PK 한국, ‘중진 물갈이’ 전쟁 부산일보 05면 정치

조국 사퇴했지만 PK 민심 아직 냉랭 부산일보 05면 정치

“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 “친문 무죄·반문 유죄 될 것” 국제신문 04면 종합

의원 17명 중 6명만 1번 공약 완료… ‘약속의 벽’은 높았다 국제신문 05면 정치

최인호·김세연·윤준호, 도시재생 정부사업 선정돼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 50개 아마추어 합창단 한자리 부산일보 23면 문화

승·속·종파 초월 부산서 불교문화대축제 부산일보 23면 문화

부산시체육회장 사상 첫 선거 12월 말 치른다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준비 덜 된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내년 대규모 공석 우려 국제신문 08면 사회

바다 위 패러글라이딩 부산 즐기는 최고 방법? 부산일보 16면 경제

“BIFC 63층 걸어올라갈 시민 모집합니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의 향토음식과 건강한 한식, 세계에 알려야죠” 부산일보 27면 인물

부산시-관광공사, 해파랑길 트래킹 투어 발대식 파이낸셜 29면 인물

K팝 아이돌 부산서 ‘한류 퍼레이드’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마항쟁 “부마항쟁 선배들의 저항 정신, 몸짓에 담아 계승” 국제신문 27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오거돈 “동남권 관문공항 절실, 논의테이블 만들자” 부산일보 02면 종합

공항공사 ‘김해신공항 3.2km 활주로 적정’ 엉터리 자문 부산일보 01면 종합

박재호, “공항공사, 김해 신활주로 엉터리 자문” 국제신문 04면 종합

“김해 신공항 검증 정책적 판정해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논란

시민공원 재정비구역 아파트 층수 낮추고 울타리 없앤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공원 접근성 높이고 조망·일조 피해 줄인 ‘신개념 파크시티’로 부산일보 03면 경제

조합원 설득 최대 변수…행정소송 땐 사업 지연·비용 증가 

‘역효과’
부산일보 03면 경제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평균층수 제한해 스카이라인 보장… 경관·공공성 높였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건물수 늘리고 높이 낮춘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제조업 

고용절벽

부산 주력 제조업체 73% “하반기 채용 없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제조업계 73% “하반기 채용 안한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제조업 하반기 고용 절벽… 업체 73%가 “안 뽑겠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잡 페스

티벌

2019 부산 잡 페스티벌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잡 페스티벌 구름인파 국제신문 03면 종합

KB, 부산서 잡 페스티벌 서울신문 24면 인물

학생·군인·중장년까지…2만8000명 취업열기 ‘후끈’ 아시아투데이 11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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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부산서 KB굿잡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일보 21면 경제

부산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박차 리더스경제 03면 기획

KB국민銀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 부산서 개최 매일경제 16면 경제

국민銀 취업박람회 열어 우량기업 200여곳 참여 머니투데이 29면 인물

국민銀 부산서 ‘굿잡 페스티벌’ 서울경제 10면 금융

“AO가 일자리 찾아줘요”… 2만여명 인산인해 아주경제 13면 금융

기장군 기장군, 소속 공무원 50명 수사의뢰… 군의회와 ‘감정싸움?’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진구 서면 드림아파트 보행권 침해 논란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구 송도 해안도로 달리는 시내버스 결국 무산 국제신문 09면 사회

10/21

부산 시정

16년 만의 ‘고향 여행’… 부산 찾은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부산일보 10면 사회

고향 찾은 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 “일본 사죄·배상 

받아내야”
국제신문 09면 사회

‘개통 1년’ 산성터널 아직 ‘한산’, 접속도로 개통 속도 내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市, 부산대 특수학교 설립절차 이행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환경훼손 우려에 제동 금정산 자락 특수학교 시 “적합한 대안 

찾겠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2025년 셋 중 한 가구 ‘나 혼자 외롭게 산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중구 54%가 ‘1인 가구’… 이어 동·서·부산진·수영구 순 부산일보 04면 기획

1인 가구 최고 걱정거리는… 안전도 건강도 아닌 ‘외로움’ 부산일보 04면 기획

중부산 정신질환 동부산 경제문제 서부산 신체 질병이 죽음 

불렀다
부산일보 05면 기획

5년간 한 아파트에서 32명… 극단적 선택 반복되는 곳 

부산서만 40곳
부산일보 05면 기획

보행 신호 넉넉하게… 면허 반납 고령자엔 혜택 강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초고령사회 코앞… 신중년 지원 늘려 소비 살린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교통公·도시公 원도심 떠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초단기 근로자 급속 증가 주 52시간제 영향 고용 질 악화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은 항만기술 고도화… 신남방 개척 관문 될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시, 음식점 65곳 입식좌석 개선 지원 서울경제 31B면 전국

광역시, 앞다퉈 도시철도 확충 나선다 매일경제 30면 전국

아세안 6개국 7개 도시 돌며 특별정상회담 홍보 파이낸셜 04면 종합

부산 경제
‘억’ 소리 나게 오르는 옛 아시아드CC 회원권 부산일보 16면 경제

닻 올리는 제13회 세계해양포럼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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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최첨단 장비·신기술 한눈에 부산일보 16면 경제

22일 ‘부산조선해양대제전’ 문화일보 13면 전국

시민 해양해설사 양성 심화과정 수료생 첫 배출 부산일보 17면 농수축산

청산강철 합작 길산그룹, ‘본사 부산 이전’ 승부수 통할까 부산일보 16면 경제

“유해물질 유입 통로 빈 컨테이너, 국제 공조 해결해야” 부산일보 17면 농수축산

1인 가구 증가 따른 수산식품 트렌드는? 부산일보 17면 농수축산

‘해양수도’의 민낯… 초호화 슈퍼요트 부산 앞바다서 ‘눈칫밥’ 부산일보 10면 사회

러시아 재벌 3500억짜리 슈퍼요트 부산에 떴다 문화일보 13면 전국

‘소음지옥’ 김해공항, 저소음운항 위반 5년간 588건 부산일보 11면 사회

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날개’ 되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가을바람 타고 퍼진 나눔 열풍 … 올해 모금액 1억410만원 중앙일보 18면 기획

“기부하러 대구서 왔심더~” 완판행진 이어간 부산 위아자 중앙일보 19A면 기획

부산 정치

“文, 부산대개조 사업 지지” 부산 국비 7조 시대 연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시의회, 오늘 엘시티 특혜 의혹 3차 증인조사 국제신문 04면 종합

與 현역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 되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LPGA 별이 뜬다 부산이 들썩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전 세계 주목할 LPGA 정규투어 대회, 도시브랜드 ‘부산’ 

새겨라
부산일보 03면 골프

“진정한 실력으로 우승자 가릴 수 있게 완전히 새단장” 부산일보 03면 골프

불교 화합정신으로 갈라진 민심 ‘하나로’ 부산일보 02면 종합

불자 10만 명 함께한 부산 불교문화대축제 국제신문 01면 종합

세계 최대 음악축제 기획자 부산 온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화려한 개막 부산일보 11면 사회

막 오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K팝 스타들 총출동 파이낸셜 04면 부산

“소녀상·노동자상, ‘반일’ 넘어 ‘평화와 인권’ 상징되길” 부산일보 29면 인물

2500여 명의 하모니 ‘부산합창제’ 오늘부터 24일까지 

부산문화회관
국제신문 20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 여론 압도적… 靑까지 전달하자” 국제신문 02면 종합

송영길, 동남권 관문공항 지원사격 부산시 공식 유튜브에 

등장한 까닭
국제신문 05면 종합

인천 송영길, 동남권 신공항 지지한 까닭은 한국일보 15면 전국

부마항쟁

“40년 만에 인정받은 잊혀진 항쟁 … 기념관 꼭 건립해야” 서울신문 16면 사회

“개인 경험 공유·사회적 의미 부여하는 단계로” 경남도민일보 03면 학술

역사성 알리는 영화 제작 어떨까 경남도민일보 03면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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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마항쟁 때 학생시위 대중 지지 파악해” 경남신문 06면 사회

다니엘 강 

부산시 명예

시민 위촉

‘부산 명예시민’ 대니엘 강, 생일 자축 LPGA ‘상하이’ 우승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생일 자축’ 대니얼 강 서울경제 32면 골프

다니엘 강, 아버지 고향 부산 명예시민 된다 머니투데이 24면 인물

다니엘 강, 부산시 명예시민 된다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기장군 기장군·의회 집안 싸움에 등 터진 경찰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진구 ‘제1회 구·군 좋은 정책상’에 부산진구 부산일보 11A면 사회

사하구
구평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석탄재 붕괴 현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 국제신문 08면 사회

거가대교 

통행료
내려도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도의회도 “턱없이 미흡” 비판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10/22

부산 시정

최대 1억 무이자 전세대출 신혼부부 ‘탈부산’ 잡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독감 예방주사, 공짜로 놔 드려요” 부산일보 11A면 사회

환경 망치는 노란 꽃 ‘양미역취’ 도심 습격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실한 석면 해체작업… 학생들이 위험하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지자체 재정 신속 집행 독려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시설공단, 국가생산성대회 팀 혁신 금상 국제신문 24면 인물

원도심 대개조 바람 타고… 수정·당감동 “새 이름 갖고 싶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안 된다” 시에 반기 국제신문 02면 종합

욕설 파문 부산신보 이사장 여전히 출근 국제신문 09면 사회

두리발·자비콜 중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산넘어 산’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원전해체산업 거점도시 조성방안 모색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부산시, 상사중재원에 4억 편법 지원 내일신문 02면 정치

부산 경제

엘시티, 2700억 투입 ‘관광·콘셉트 9개 시설’ 확정안 첫 공개 부산일보 16면 경제

실내 서핑장·메디컬스파… 엘시티 관광 콘셉트시설 공개 국제신문 02면 종합

용감한 中 꽃할매들 “부산은 효도관광보다 자유여행” 부산일보 18면 교통

초대형 요트 댈 곳 없어 ‘둥둥’…‘해양수도’ 이름값 못하는 부산 부산일보 02면 종합

호텔급 주거 서비스로 전국구 관광명소 명성 견인 부산일보 05면 기획

“해양관광 부산만의 특화시설 짓자” 활성화 방안 쇄도 국제신문 13면 경제

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부산 마린위크 출범 10년… 아시아 넘어 세계로 경남매일 06면 지역

LA한인상의-부산진해경자청 경제교류 협약 경남일보 08면 경제

‘2019 국제해양방위산업전’ 개막 내일신문 08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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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침체된 조선경기 부활 촉매제”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文, 국정 지지율 45% 회복 부산일보 06면 정치

“39%로 하락” “45%로 반등” 문 대통령 엇갈린 지지도 왜 국제신문 02A면 종합

“정시 확대” 또 黨과 다른 목소리 김해영, ‘미스터 쓴소리’ 

등극?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국 사태 어부지리 지지율 상승에 한국 지도부·중진 ‘마음 

변했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문화

LPGA BMW 레이디스 ‘최정상’ 선수들, 숙소·의전도 ‘특급’ 

대우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BMW 레이디스’ 초대 챔피언 세계 1위 고진영 1순위? 부산일보 19면 스포츠

예약석 400개 증발 ‘원아페’ 아수라장 부산일보 10면 사회

대니엘 강, 명예시민증 받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주말 세계 남·여 골프 뒤흔든 교포선수 두 ‘대니’ 아주경제 22면 골프

부산 직장인 

워라밸

부산 직장인 “워라밸 아직 남 얘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일보다 삶의 여유 찾는 20대… 집에 일감 들고 가는 50대 국제신문 04면 기획

한창 일할 나이 40대 “워라밸 환경 나쁘다” 한목소리 국제신문 05면 기획

“일·생활 양립 함께 고민해봐요” 내달 부산서 워라밸 페어 개최 국제신문 05면 기획

부산

불꽃축제

부산 불꽃축제 ‘커튼콜 불꽃쇼’ 첫 도입 국제신문 02면 종합

내달 2일 광안리해수욕장서 초대형 불꽃 터진다 국민일보 18B면 사회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 기원”…부산불꽃축제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올해 ‘부산불꽃축제’는 이렇게… 한 편의 영화처럼 한국일보 15C면 부산

제15회 부산불꽃축제 개최 11월 2일 광안리해수욕장서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본격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민간어린이집 10개 구·군서만 매입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본격화’ 한국일보 15C면 부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나선 부산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민간어린이집 12곳 국공립 전환 파이낸셜 01면 종합

범천 

철도차량

기지 이전 

논의

부산 범천동 철도차량기지 이전 ‘가속도’ 부산일보 01면 종합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정부 예타 대상 선정 국제신문 01면 종합

범천 철도차량기지 이전 ‘속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도심개발 걸림돌’ 범천 철도기지 옮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TK 빼고 가자” 여권 신공항 검증 전략 수정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국 PK·TK 대립 조짐 국제신문 06면 종합

강서구 ‘신호사랑으로부영’ 4800가구 ‘라돈’ 신고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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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아파트 부산 4800가구로 최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동구 ‘수정동을 북항동으로’ 동구의회, 주민 의견 수렴 부산일보 03면 종합

사하구 다대포 체류형 관광지 개발 ‘지지부진’ 부산일보 03면 종합

10/23

부산 시정

‘예타 면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속도낸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정부, 부울경 예타면제 도로사업 3건 등 연말께 본격화 국제신문 03면 종합

‘오 시장 명예훼손’ 강남서로 사건 이송 부산일보 10면 사회

오거돈 시장 ‘명예훼손’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송 국제신문 09면 사회

“市 청년정책 로드맵 연계, 창업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계속” 부산일보 25면 인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협약 국제신문 08면 사회

수소충전소 어디서든 30분 거리에… 부울경 최대 60곳 추진 국제신문 12면 경제

“빈집을 주차장·주민공간으로”… 부산시, 3153가구 정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지역아동센터 이용 차별없게 만든다 국제신문 05A면 종합

부산대 특수학교 학부모 “시·환경단체 너무 야박”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발전걸림돌 철도기지창 옮긴다 아시아투데이 24A면 지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기원 축포 쏜다 아시아투데이 23면 지역

부산시, 실패왕 에디슨상 수기 30일까지 접수 파이낸셜 04면 부산

“’빼빼로 데이’만 기억말고 유엔용사도 추모하세요” 문화일보 36면 인물

‘신북방경제’ 네트워크 길 닦는 부산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시-유라시아 기업 맞손 신북방 경제 네트워크 다진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경제, 신북방으로 눈돌린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브랜드 ‘블링블루’ 판로 확대 부산일보 18면 기업

‘지자체 금고 쩐의 전쟁’ 농협·지방銀 강세 부산일보 16면 경제

“슈퍼요트 ‘A’ 등장, 부산 마리나 산업 발전 기폭제 될 것”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취업자, 소매·음식·주점업에 가장 많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단식하고 혈서 쓰며, 유통법·상생법 개정안 통과시켜” 부산일보 24면 기획

국내IT·SW산업 매출액 183조 중 부산 비중은 단 5% 부산일보 05면 기획

‘세계 산업허브 부산’ 성장 토대는 빅데이터 개방 부산일보 05면 기획

무인전투함, 전기 동력 구축함… 해양 신기술 총출동 국제신문 12면 경제

한컴모빌리티, 부산 진구에 IoT 기반 ‘공유주차서비스’ 머니투데이 17면 IT

조선 해양인의 축제 ‘마린위크’ 신제품 눈길 한국경제 28A면 지역

무역협회, 내달 부산서 ‘해외마케팅 종합대전’ 연다 경남신문 10면 경제

부산 정치 한국당 ‘동일지역 3선 공천 배제’ 검토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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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3선 이상 현역 의원 10명… 공천 물먹을까 부산일보 03면 정치

부울경 민주당 현역 의원 교체? 대부분 초선에 명분 떨어져 

‘글쎄’
부산일보 03면 정치

총선 홍보활용 ‘동상이몽’… 부산 여야 내년 예산확보 신경전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에 뜨는 LPGA 별들 부산일보 01면 종합

지역 상권 ‘LPGA 단비’ 내린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선수·갤러리 함께 즐기는 최고의 대회 만들 것” 부산일보 02면 종합

허미정 “LPGA 선수들에게 저녁 대접, 부산 며느리 역할했죠” 부산일보 22면 스포츠

‘부산댁’ 허미정 “참가선수 불러 부산 홍보… 참치 쏘겠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국내 첫 LPGA 투어에 부산이 들썩 중앙일보 20C면 영남

부산서 첫 LPGA 대회, 선수도 갤러리도 설렌다 중앙일보 B06면 스포츠

“그린 스피드 3.7 … 선수들 혀 내두를 것” 문화일보 23면 스포츠

익숙한 노래에 낯선 피리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선수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위’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반대” 시민 차량 100여 대 카퍼레이드 국제신문 09A면 지역

“TK가 합의 깼다” “합의와는 별개” 영남권 관문공항 공방 중앙일보 20C면 영남

김해신공항 반대 시민, 차 몰고 거리로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소음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반대 카퍼레이드 경남매일 04면 사회

“소음대책 없는 신공항 절대 안 돼” 경남일보 04면 사회

부마항쟁 “당시 美외교관 찾아와 항쟁 동향 듣고가” 국제신문 08면 사회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타 시설 이전 기록’ 전수조사 나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진구
초등생 ‘다함께 돌봄센터’ 부산진구에도 열었어요! 부산일보 11A면 사회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 속속 개소 국제신문 09면 사회

북구
與구청장 편지 호소에… 복지부, 근거도 마련않고 “국고 지원 

늘리겠다”
조선일보 15면 사회

사상구 공단 한가운데 솔빛학교 “악취·소음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국제신문 06면 사회

사하구 1회용 숟가락 들고 火電 분진 ‘건성’ 실사 부산일보 10면 사회

중구 ‘당선무효형’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구명운동 논란 국제신문 04면 종합

해운대구

거듭나는 해운대 ‘미래를 말하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빗물 새고 곰팡이 슬고… 이게 뭡니까” 부산일보 11면 사회

송정에 인공서핑시설 들어서나 국제신문 12면 경제

10/24
부산 시정

맥아더 장군의 유엔기 69년 만에 복원 부산일보 10면 사회

‘유엔위크 원년’ 부산 다채로운 행사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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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를 ‘부산유엔위크’ 원년 지정 한국일보 14C면 부산

“자성고가교 철거 구간만 안전펜스에 새 보도”… 부산시의 

‘쩨쩨한’ 행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원전 인근 지자체들 지원금 촉구 동맹 국제신문 10면 사회

市 첫 개방형 건축주택국장 “부산다운 도시경관에 방점” 국제신문 14면 경제

첫 민선 부산시체육회장, 장인화·박희채·정정복 3파전 양상 국제신문 02면 종합

강제징용 판결 1주년 앞… 사죄 요구 ‘활활’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심장질환 사망률 수년째 1위 ‘왜?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건설안전사업소 존폐 기로 내일신문 06면 자치

부산 아스콘제조시설 대대적 단속 내일신문 06면 자치

부산 경제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올해는 WOF 함께한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복합문화공간 거듭난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연안여객터미널, 사람 찾는 역사관·해양교육 공간으로 국제신문 03면 종합

닛산 후속물량 수주 불발 르노삼성 ‘일감 절벽’ 위기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경향신문 16면 전국

신기술 아이디어 부산시 6편 선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연구개발 주간 27일 벡스코서 개막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과학기술 도시로 한발짝 더… 부산 연구개발주간 27일 개막 파이낸셜 04면 부산

27~29일 ‘부산 연구개발 주간’ 한국경제 28A면 지역

‘친환경 미래차 키우기’ 액셀 밟는 부산 서울경제 33면 전국

“’해양금융 중심지’ 부산 위상 높여라”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진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기업 유치’ 경남신문 02면 종합

부산 정치

황교안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 필요” 부산일보 08면 정치

전재수-박민식 공수처 두고 맞불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공천 이들에게 물어보라?… 이진복·박맹우·김도읍 ‘키맨 

3인방’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문화

‘LPGA 인터내셔널 부산’ 골프장 사외이사 5명 당분간 직무 

정지
부산일보 11면 사회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사외이사 5명 직무 정지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첫 LPGA 대회 오늘 ‘티샷’ … 골프팬들 설렌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재정난 스포원, 내년 경기일수 절반 감축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에 가면…’ 영화 같은 불꽃쇼가 펼쳐진다 경향신문 P06면 기획

부산 기장에 여자골프 ‘별’ 총집결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기장군 “입시 망칠라” 장안·장안제일고 학부모 뿔났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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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1만2000ｔ 몰래 묻어도 몰랐던 기장군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진구 부산진구, IoT로 공유 주차장 부정주차 잡는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상구 사상공단 재생 내년 2월 착공 국제신문 01면 종합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원인 규명 ‘현장조사’ 착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곰팡이 누더기 아파트 주민 “시공사 ‘셀프 진단’ 못 믿겠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10/25

부산 시정

“녹지공간 확보 배출업체 공개” 부산일보 08면 종합

지난해 부산 대중교통 이용객 ‘9억 명’ 부산일보 10면 사회

구·군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요원 채용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도로 포트홀 급증 품질관리 소홀 탓”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한·아세안 회의 통해 ‘대아세안 허브도시’ 자리매김” 부산일보 28면 인물

북항 재개발지 지하주차장 착공 BPA, 해변공원 편의성 높인다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횡단보도 5ｍ 이내서 흡연 땐 과태료 2만 원 국제신문 02면 종합

“수영만 재개발 市 소극 행정 향후 협상에 악영향” 국제신문 05면 종합

규정위반 논란 복지법인 “시 적발내용 사실 무근… 법적 대응” 국제신문 10면 지역

사립유치원 입학 추천서 여전히 성행 국제신문 09면 사회

초병 지키던 청정 해안 명품 수변공원 재탄생 한국일보 15면 기획

대중교통으로 입증된 부산 핫플 역시 ‘서면역’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여전히 ‘핫’한 해운대 땅값, 올 3분기까지 4% 올랐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수산물 간편식 시장 공략하자” 부산일보 17면 농수축산

‘해양금융 경쟁력 강화’ 산·학·연 머리 맞댄다 부산일보 17면 농수축산

해양금융 발전 모색… 산학연이 뭉쳤다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부산 블록체인특구 정착 위해선 규제완화가 급선무” 부산일보 16면 경제

근기법 열외라고… 너무한 ‘5인 미만 사업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크루즈터미널 부두 연장 구간 침하 부산일보 10면 사회

아·태 개도국 선원 육성의 요람, 부산에 둥지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기장미역 국내 첫 수산물 국제인증 ‘눈앞’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기장물산 미역·다시마 세계 첫 해조류 MSC 인증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기업 중심 R&D 네트워크 절실” 국제신문 06면 기획

“한국, 지속가능 발전 위한 녹색혁명을” 한겨레 01면 종합

자유무역지역내 커피·육류 가공수출 가능해진다 한국경제 13면 경제

창원 진해 남문지구 기업 유치 복합물류 전진기지 속도낸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항만공사,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경남일보 12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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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총선 직전 부산세계탁구대회 PK 선거 ‘태풍의 눈’ 부상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 중진 ‘물갈이 황금 비율’ 찾기 골몰 부산일보 05면 정치

말로만 “새 피 수혈”… 뒤로 가는 한국당 국제신문 05면 종합

‘수사 대상에 공천 가산점·표창’… “교만” 비난 폭주 부산일보 05면 정치

“文 정부 핵심과제 지방분권 개혁 조속 시행하라”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문화

과거 한·일 이은 조선통신사 현재 ‘화해’ 잇는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LPGA BMW 레이디스’ 첫날, 비도 갤러리 열정 못 막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고진영 “많은 갤러리에 놀라… 부산답게 박진감 넘치는 응원”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부산 여자들 기세 이기려 열심히 쳤어요” 문화일보 29면 스포츠

“세계적 행사 되기까지 30년… 시간 들여야 합니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피란수도 부산 이야기 들려줄 열차, 서울서 승객 싣고 왔어예~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행 피란열차 타고 역사여행 떠나요”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유엔위크 

개막

참전용사 기리며… ‘유엔 위크’ 개막 부산일보 11면 사회

‘유엔의 날’ 기념식 함께한 6·25 참전용사들 조선일보 10면 사회

‘UN의날’… 한국전 참전 노병의 눈물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올해가 부산유엔위크 원년” 한국경제 30A면 지역

버스

준공영제 

협의회 출범

버스준공영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출범했지만…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의회 진통 끝 출범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혁신 세부실천 논의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르노삼성 

트위지 첫 

선적

첫 수출길 오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르노 구원투수 될까 부산일보 08면 종합

르노삼성, 트위지 첫 수출물량 선적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생산 ‘트위지’ 첫 수출길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르노삼성자동차, 국내 생산 트위지 첫 선적 경남매일 16면 경제

기장군 “기장 어촌계 동의도 없이 해상풍력단지 추진 웬말”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구 국제크루즈터미널 부두시설 지반 침하 국제신문 10면 지역

해운대구 “누수·곰팡이 아파트 지어 놓고 하자 보수 차일피일 더 화나요” 경향신문 12면 전국

10/28

부산 시정

시민이 만든 ‘아동 놀 권리 조례’ 제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지하상가 무료 와이파이 ‘ON’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항재개발 친수공간 앞에 복합편의시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동네 겉’에 치중했던 재생 ‘주민 삶’에 집중해야 자생 부산일보 01면 종합

원주민은 떠나고, 거점시설엔 거미줄만... 부산일보 04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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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도시재생’ 자생력 잃은 마을 부산일보 05면 기획

김해시의회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차 투입’ 결의안 국제신문 11면 지역

구·군 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침 유명무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오륙도냐 달맞이 언덕이냐… 동해·남해 경계논란 재점화 국제신문 10면 사회

5G·VR로 치매 예방… 부산 ‘VR 웰니스’ 오늘부터 서비스 국민일보 15A면 사회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조선일보 01면 종합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조선일보 02면 종합

기초연금 부담 1兆↑ … 허리 휘는 지자체 한국경제 01면 종합

부산 경제

성장률 2% 사수 ‘남은 재정 집행’에 달렸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12월 결정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연안어업인들 “우리도 유류비 지원 좀”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3년 만에 中기업 포상관광 유치… “유커가 돌아온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역 주도형 R&D 네트워크 첫발 뗀다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 아파트 웃돈 상승세… 시장부활 조짐? 일부 반짝특수? 국제신문 16면 경제

“관료 중심 금융 카르텔 탓 시장감독 기능 무력화” 국제신문 25면 인물

친환경 선박 발주 주도 그리스, 부산 기술로 꽉 잡는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대형 선사 고집하기보단 국내 특성 맞게 중개” 국제신문 06면 기획

“싱가포르와 내달 항공자유화 확대 논의” 매일경제 01면 종합

“포스트 차이나 해답은 아세안 … 관광·외식산업 협력기회 

많아”
매일경제 06면 국방

‘부산 스타트업위크 바운스’ 내달 4일 개막 서울경제 31B면 전국

지역 창업인 교류협력의 장‘부산스타트업위크 바운스’개막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부산 정치

“다 바꿔라” 정치권에 보내는 PK 민심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 원내대표에 눈독 들이는 부울경 중진들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黨心 “한국당 의원 싹 바꿔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표창장 수여는 한국당의 교만” 연일 존재감 과시하는 조경태 부산일보 08면 정치

국회 상임위 심사는 대충? 市, 국비 7조 원 확보 ‘헛구호’되나 부산일보 03면 경제

총선 다가오자… PK 與의원, 슬금슬금 ‘文 밖으로’ 국제신문 04면 정치

文, 떠오르는 메콩강 5국과 첫 공동정상회의 매일경제 06면 국방

10조 규모 북한개발은행 설립 속도내나 매일경제 06면 국방

부산 문화

7만 명 갤러리 운집 부산이 ‘들썩’ 부산일보 02면 종합

음악, 시민들의 일상으로 뛰어들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남송우 씨 등 8명, 부산시 문화상 선정 부산일보 25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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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부산시문화상에 안기태·남송우 등 8명 국제신문 25면 인물

영화 만난 트리축제, 광복로 더욱 빛낸다 국제신문 09A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조찬포럼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울경, ‘동남권 신공항 추진’ 고삐 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재검증‥부산시, 총리실 비판 실력행사 예고 국제신문 01면 종합

오거돈 “동남권 관문공항, 부산 생사 문제… 의기투합하자” 국제신문 03면 종합

오피니언 리더들 “김해신공항 재검증 속도내라” 파이낸셜 02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의기투합’ 경남일보 03면 종합

지역화폐 

‘동백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기대 반 우려 반 부산일보 03면 경제

부산 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동백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지역화폐, 소상공인에 혜택… 소매판매액 지수 늘어” 리더스경제 02면 종합

부산지역화폐 명칭 ‘동백전’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지역화폐 새이름은 ‘동백錢’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지역화폐 이름‘동백전’으로 최종 선정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부산공동어

시장 현대화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 ‘속도’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시, 공동어시장 긴급 추경 확보… 공영·현대화 잰걸음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현대화 ‘속도’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마항쟁 부마항쟁 진상규명 촉구 부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제신문 05면 종합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지원센터 규모 4배 늘린다 국제신문 08A면 사회

금정구 동부물류센터, 2021년까지 금사공단으로 이전 부산일보 11면 사회

남구 하루 6시간 대관 제한 남구 빙상장 불만 폭주 국제신문 10면 사회

동구
관광객 몰리는 주말 ‘이용 불가’… 납득 안 되는 관광안내소 

화장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래구 “인사말,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의전갈등이 빚은 동래구 촌극 국제신문 08면 사회

사상구 사상구 오랜 골칫거리, 주택가 시멘트 공장 해법 찾나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하구 부산천연가스발전소 분진피해 합동조사 착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해리단길 대표 상가 앞 ‘수상한’ 펜스, 왜? 부산일보 10면 사회

신축 아파트 누수·곰팡이 “구조결함” vs “빌딩풍 탓” 국제신문 10면 사회

10/29

부산 시정

“기초자치단체 재정 악화 주범은 ‘현금성 복지 예산’” 부산일보 05A면 종합

엘시티 ‘관광·콘셉트시설’ 시한 어기면 140억 물어내야 부산일보 02면 종합

엘시티 관광시설 내년 문 못열면 도시공사 140억 물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올여름 부산 온열환자 수, 지난해 절반 뚝 부산일보 11면 사회

입법 문턱에서 스톱 시동 꺼진 지방분권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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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기간 임금 못 받아도 말 못 한 시내버스 기사들 부산일보 11면 사회

“또 나타났다” 먹이를 찾아 도심 헤매는 멧돼지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도심 주택가 또 멧돼지 떼 “다음 달 짝짓기 철 출몰 늘 

수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협약 국제신문 24면 인물

침례병원 31일 네 번째 경매… 공공병원화 차질 우려 국제신문 03면 종합

안전감시 강화하는 부산 ‘반부패협의회’ 구축한다 서울경제 33B면 전국

절반도 못쓴 사업에 내년 예산 퍼주기 서울경제 01면 종합

“현금복지, 소득 재분배는커녕 국민 차별만 초래” 서울경제 04면 경제

부산 경제

부산 여름휴가지 만족도 5위→2위 ‘껑충’ 부산일보 16면 경제

“당뇨 예방에 좋은 도시는 부산, IDF 총회 개최 도시로 제격” 부산일보 18면 교통

중기중앙회, 내달 4일 오 시장 초청 정책간담회 부산일보 16면 경제

“中企 현안 해결 지자체장과 간담회 추진”
아시아투데이 19면 경

제

“4차 산업혁명 열쇠 블록체인으로 부산경제 미래 돌파구 

마련하자”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울 중기 60% “내년 경제 더욱 악화될 것” 부산일보 04면 종합

“수산 유통구조 혁신 장기계획 세워야”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연내 일부 풀릴 가능성 국제신문 13면 경제

대기업 아닙니다 지역 중기입니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 가족친화인증기업 CEO 10명 중 9명 “직원들에 워라밸 

적극 독려”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중기청 ‘백년가게’ 육성 나섰다 동아일보 16D면 부산

제13회 세계해양포럼 30일 팡파르 한국일보 15C면 부산

내일부터 부산서 세계해양포럼 15개국 전문가·기업인 한자리 문화일보 13면 전국

해양산업 첨단 육성 3년동안 182억 투입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182억 들여 해양 신산업 육성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182억 ‘통큰’ 투자… ‘첨단해양 신산업’ 키운다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新남방·북방 공략 … 영남권이 뭉쳤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공연장·테마파크·한옥에서 회의… 유니크베뉴 K마이스 

주역으로 뜬다
한국경제 C01면 산업

컨벤션센터 건립 붐 … 2025년 전시장 면적 50만㎡ 시대 

열린다
한국경제 C02면 산업

한강·해운대·남이섬 … 전문가들이 뽑은 K마이스 핫플레이스 한국경제 C06면 산업

국경없는 물류 제도ᆞ인프라 구축 경남매일 13면 인물

부산공동어시장 긴급 추경…현대화 속도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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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치

여야 본격 ‘총선전’… 총선기획단 꾸리고 인재 영입 착착 부산일보 01면 종합

한국당 인적쇄신 ‘거꾸로’… 내년 총선 ‘불안’ 부산일보 08면 정치

집권 4년 차 때 실시, 현직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 부산일보 08면 정치

문준용 ‘불출마’, 노건호·김현철 ‘침묵’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문화

부킹 쇄도·회원권 시세 1억 ‘껑충’… LPGA 대회 유치 효과 

‘톡톡’
부산일보 02면 종합

BMW 코리아… 7만명 갤러리들과 함께한 ‘짜릿한 라운딩’
조선일보 B07면 포토뉴

스

“한국에서도 LPGA Q스쿨 열립니다” 한국경제 31면 골프

“아세안 여러분, 부산 얼마나 아세요?” 부산일보 18면 교통

송도해수욕장 ‘관광객 쏠림’ 해법 찾는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립미술관 관장 기혜경 씨 내정 부산일보 12면 지역

부산시립미술관 새 관장에 기혜경 씨 국제신문 18면 문화

“스포원 ‘스크린 중계’ 금지시켜야” 부산일보 10면 사회

선수 허리띠는 졸라매 놓고… 스포원 임직원 ‘성과급 잔치’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스타’ 보름여 앞으로… 미공개 신작 몰려온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박희채 체육현장 정통 장인화 종목 가교 역할 정정복 빅이벤트 

유치
국제신문 17면 스포츠

바다미술제 21만 명 관람… “환경·생태 고민 잘 담아” 국제신문 18면 문화

“관람객 기다리는 역사관은 구시대적… 시민 찾아갈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볼만한 전시는 서울에? 선입견 깨는 부산·광주·포항 중앙일보 25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인천·동남권 투에어포트 정책 가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영남권 경제

관계관 포럼

영남권 5개 시·도 경제 위해 뭉쳐 부산일보 04면 종합

“영남권 경제공동체 상생방안 찾자” 파이낸셜 01면 종합

영남권 5개 광역단체,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영남권 경제 현안 대응 머리 맞댄다 경남매일 03면 종합

영남권 5개 광역단체 경제협력 모색 경남일보 02면 종합

초대형 

저상버스 

운행 개시

출입문 3개 시내버스 달린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최대 90명 탑승 초대형 시내버스 등장 부산일보 10면 사회

‘출입문 3개’ 대형 시내버스 부산 달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최대 90명 탑승 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초대형 저상버스 운행 개시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 초대형 저상버스 운행… 90명 탑승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초대형 저상버스 운행, 출퇴근ᆞ등하교 시간 3대 투입 경남매일 07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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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퇴근 시간대 저상버스 3대 운행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주한미군 

부산항 

생화학물질 

반입

주한미군, 부산항에 시험용 생화학물질 반입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주한미군, ‘지구 최강 독소’로 부산항 8부두서 ‘오리무중 실험’ 부산일보 03면 종합

‘센토’, ‘주피터’보다 발전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일까 부산일보 03면 종합

강서구
강서구민 삶의 질 ‘쓱’ 오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산업·주거·문화 ‘삼박자’… 130만 품은 서부산시대 이끈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사상구 “숨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최고령 노거수 살리기 나선 구청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구 흰여울마을 신설 마을회관 두고 ‘시끌’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도로 불법점유 민원에도 지자체 모르쇠 국제신문 09면 사회

10/30

부산 시정

북항 조기 활성화 관건은 ‘트램·철도’ 부산일보 01면 종합

‘경로당 보조금 유용’ 더 이상 안 통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생화학실험 불안 해소” 8부두 현장설명회 실시 촉구 부산일보 10면 사회

골치 아픈 멧돼지, 잡아도 못 먹어서 더 골치 부산일보 11면 사회

日 영사관 인근 ‘항일거리’ 현판 못 달았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직원 내분 창조센터인가 한겨레 14면 전국

부산, 창업·중소벤처 협력사업 발굴한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오늘 ‘상생 혁신포럼’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김해경전철, 내달 2일 연장운행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 오존 농도, 서울보다 2배 높아 내일신문 19면 정책

부산 경제

‘해양의 축적, 미래를 쌓다’ 13회 세계해양포럼 개막 부산일보 01면 종합

세계해양 미래 찾는 담대한 도전… 더 깊고 풍성해진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세계 해양산업 전문가들 부산에 모인다 동아일보 16D면 부산

올 1~3분기 누적 부산항 물동량 2.6% 증가 부산일보 16면 농수축산

비정규직 오히려 12년 만에 최고치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창업기업 中 온라인 쇼핑몰 입점 돕는다 국제신문 13면 기업

인력난 부산 제조업 “신중년이 답이네” 국제신문 07면 사회

“패션산업에 첨단기술의 옷 입혀 미래비전 제시”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시·산학융합원·대우조선해양, 마린4,0 전략포럼 개최 경남일보 11면 인물

부산 정치

선거 때마다 요동치는 기장 민심, 이번엔 어디로? 부산일보 04A면 정치

文 대통령 ‘복심’ 윤건영 靑 실장 내년 PK 총선 출마설 ‘급부상’ 부산일보 04A면 정치

김무성 “방정맞은 몇몇이 보수통합에 재 뿌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시, 정부 ‘슈퍼예산’ 편성 속 국비 확보 총력전 한국일보 13C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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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시립미술관 ‘관장 수난시대’ 끝낼 수 있을까 부산일보 20면 문화

“다양한 관객 교류하며 소통 공간 조성” 경남매일 13면 인물

北, 부산 동아시안컵 여자축구팀 불참 부산일보 01면 종합

‘더 커지고 더 화려하게’ 진화하는 부산 불꽃축제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서 아세안 10개국 유명 맛집 요리 맛보세요 파이낸셜 04면 부산

게임 축제 ‘지스타 2019’ 신작 쏟아진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정부 R&D 

예산 5조 원 

유치 선포

“R&D 예산 5조 원 부산 유치 해낼 것” 부산일보 08면 종합

“정부 R&D 예산 7% 유치”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정부 R&D예산 7% 2022년까지 유치” 서울경제 29B면 전국

정부 R&D예산의 7% 목표 부산시, 5조원 유치 비전 선포 경남매일 07면 지역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

낙동강에 유입된 염분, 주변 지하수엔 영향 미미 부산일보 08면 종합

“낙동강 하굿둑 개방, 지하수 염분 영향 거의 없었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낙동강 하굿둑 열어도 지하수 염분 변화 미미 세계일보 11면 사회

농경지 피해 있다? 없다? 낙동강 하굿둑 두 차례 열어보니 중앙일보 20C면 영남

“낙동강 하굿둑 열어도 지하수 염분 영향 적어” 한겨레 14면 전국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도 지하수 염분 변화 미미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

불꽃축제

부산불꽃축제 도시철도 총 232편 증편 부산일보 10면 사회

내달 2일 부산불꽃축제 앞두고 행사장·광안대로 등 교통 통제 파이낸셜 04면 부산

11월 2일 부산불꽃축제 개막 시, 광안대교 부분·전면 통제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내일 개최 국제신문 16면 노동

부산 내일 ‘전국지자체장애인체육대회’ 서울경제 29B면 전국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내일 부산 삼락공원서 개최 경남매일 11면 스포츠

동구 동구 “항일거리 현판 설치 안돼”… 시민단체와 또 충돌하나 국제신문 06면 사회

수영구 옛 미월드 땅 호텔사업 인가 취소… 다시 원점 국제신문 12면 경제

영도구 영도 절영해안산책로 낙석위험 절벽 보강 나선다 국제신문 07면 사회

10/31

부산 시정

완월동 집창촌 ‘자활과 단속’ 전방위 압박 부산일보 10면 사회

올해 부산 출생아 수 감소율 ‘전국 최고’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8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 국제신문 02면 종합

“정치적 견해 상관없이 배분되는 반강제적 후원금 더 이상 못 

내”
부산일보 11면 사회

초미세먼지 피해 심한데 동남권대기청 무산될 판 국제신문 01면 종합

베트남이 쓰레기 처리 선진지?… 견학 적정성 논란 국제신문 09면 사회

핵연료 485다발 안전 보관 위해 정상근무 경향신문 25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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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외벽공사 등 한창 세계일보 16면 경제

신고리 4호기 전광판에 1400MW… 부·울·경 전력 12% 

만든다
중앙일보 B02면 경제

내달 ‘아세안 정상회의’ 힘보태는 시민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서 행복한 육아하세요” 파이낸셜 01면 종합

경전선 투입열차 두고 정부-지자체 1년째 갈등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부산시, 부전역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완료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시, 부전역 공영주차장 내일 개장식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전역 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문화일보 15면 전국

2030년까지 철도망 2배 늘린다 내일신문 01면 종합

지하철 연장, 환승센터 도입… 지방 대도시도 ‘씽씽’ 헤럴드경제 03면 교통

기간제근로 2년 입·퇴사 반복 대법 “공백기간 길어 채용의무 

없어”
헤럴드경제 10면 사회

부산 경제

국내 주요 해양수산인들 ‘교류의 장’ 자리매김 부산일보 05면 기획

공정 3주 단축 신기술 개발… 국내 조선 수주 경쟁력 향상에 

기여
부산일보 06면 기획

선보등대·선재장학재단 설립 소외 계층 어린이·청소년 지원 부산일보 06면 기획

“부산 지역화폐, 알고 보면 제로페이” 부산일보 14면 경제

시민·상공인 “지역화폐에 제로페이 연계 반대” 국제신문 08면 사회

“지역화폐 쓰니 돈이 돌고 손님도 늘었어요” 경향신문 14면 전국

“유통자본에 맞선 골목상인 연대… 현실 인식 없인 실패” 국제신문 28면 인물

“아세안 민간 외교에 지역 경제인 활용을”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용호만 유람선 사업 지지부진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 창업기업 제품 상담회… 중국시장 판로 개척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정치

“300명도 많다” 다시 힘받는 국회의원 감축론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與 “박인영, 총선 나와라” 구애 국제신문 05면 종합

유기준 당 원내대표 도전 시사 최고의 한수 될까 자충수 될까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 민주화운동 시청서 학술대회 부산일보 19면 문화

“BIFF-영화의전당 통합땐 시너지 효과”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항 야경 따라 ‘8km 산행’ 바다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국제신문 21면 문화

아세안 전통 공예품은 어떻게 예술 경지에 올랐을까 국제신문 24면 문화

세계

해양포럼

세계 해양 석학들, 부산서 해양 미래 밝힌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빙하 녹으며 새 북극항로 개설될 때 ‘부산항’ 위상 변화 주목” 부산일보 04면 기획

문재인 “아시아 교량국가 전략 만들 것” 부산일보 04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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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번 실패 후 혁신적 청소기 개발… 해양리더들 도전정신 

절실”
부산일보 05면 기획

문재인 

대통령 

모친 영면

유력 인사 추모 행렬… 文 가족장 의사에 따라 일부만 조문 부산일보 02면 사회

文 “마음만 맞겠다” 했지만… 이낙연·황교안 등 조문 행렬 국제신문 03면 사회

“어머니 ‘그래도 행복했다’ 말 남겨” 국제신문 03면 사회

유재수 비위 

의혹

‘유재수 비위 의혹’ 檢 강제수사 착수 부산일보 01면 종합

검찰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강제수사 국제신문 08면 사회

유재수 부산 부시장 비위 의혹… 검찰, 강제수사 나서 경향신문 12면 사회

檢, 유재수 靑 감찰 무마의혹 겨냥… 대보건설 압수수색 동아일보 12면 사회

검찰, 유재수 강제수사… 대보건설 압수수색 세계일보 10면 사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檢, 대보건설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06면 사회

靑민정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검찰, 대보건설 등 4곳 

압수수색
조선일보 12면 사회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검찰, 대보건설 본사 압수수색 한국경제 29면 사회

패패부산

부산 신발·섬유·패션 한자리에 내달 2일가지 ‘패패부산 2019’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 신발·섬유산업 100년… 재도약의 길을 묻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신발·섬유·패션 산업의 모든 것 한자리에 국민일보 16B면 사회

국제 신발·패션 전시 오늘 벡스코서 개막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섬유·신발·패션 한자리… ‘패패부산; 오늘 개막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에서 신발·섬유·패션산업 트렌드 ‘한 눈에’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지역 신발·섬유 산업 재도약 선언… ‘패패부산’ 개막 헤럴드경제 10A면 전국

부산 제조업 

위기

전망도 대책도 깜깜… 한숨 깊어진 제조업 부산일보 01면 종합

내우외환 부산 제조업체… 54% “올 영업이익 달성 불가”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제조업의 봄 언제 오나?…올해 경영성적표 낙제점 한국일보 14C면 부산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논란

지역 갈등·기술 부족… 고리1호기 해체 출발부터 곳곳 암초 국제신문 02면 종합

원전 뜯는다면서… 기술·장비·폐기물처리장도 없었다 조선일보 B01면 경제

공청회 한번도 못열어, 주민 의견 수렴못해 조선일보 B02면 종합

일본영사관 

인근 항일

거리 현판

日영사관 일대 ‘항일거리’ 현판 결국 설치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민단체, 항일거리 현판 강행… 경찰과 충돌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 ‘항일거리’ 현판 세워 논란 조선일보 12면 사회

부산 여야정 

예산협의회

“野 홀대” “내용도 모르면서”… 고성 얼룩진 부산 예산協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산 첫 여야정 예산協 ‘협치 대신 대치’ 국제신문 04면 종합

장제원 “김경수 ⅓만 하시라” 오거돈 “내용도 잘 모르면서” 경남일보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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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계륵 신세’ 된 김해신공항 국비 539억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래구 ‘온천천 카페거리’ 시티투어버스 안 간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상구 범행 우려돼 폐쇄된 공원, 치안센터 옆에 두고 언제까지…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배수로보단 지질 변형 탓’ 무게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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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산 시정

외로움, 더 번지기 전에 사회가 나섰다 부산일보 12면 사회

‘덕지덕지’ 금정산 안내판 손 본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광역교통망 계획에 ‘지방은 들러리’ 부산일보 03면 종합

하단~녹산선, 창원까지 잇는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대중교통 철도 중심 재편… 동남권 광역경제권 구축 ‘속도’ 국제신문 03면 종합

주한미군, 부산항 8부두에 초강력 식물 독소 ‘리신’도 들여왔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낙동강에코센터 민간 위탁 조례안 심의회 통과… 노조 강력 

반발
부산일보 12면 사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 국제신문 08면 사회

한-아세안 정상회의 철통 경호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 시내버스 업체들, 기사 견습기간 월급 안 줬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대저대교 건립지 인근 멸종위기 식물 분포” 국제신문 08A면 사회

“갈 곳 없는 신중년… 지원 플랫폼 구축 시급” 국제신문 26면 인물

“시민 눈높이로 예산 심사… 무분별한 집행 줄일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전략 지원 전무 대기업은 외면 R&D벽에 막혀 지역 중기 좌절 국제신문 06면 기획

“부산시 R&D 정책, 예산 확보에만 초점 맞춰져” 국제신문 06면 기획

“명예영사 ‘팀’ 만들어 방한단 유치하자”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상~해운대 고속道 광역철도 확충 탄력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지자체 돈 없다더니 지난해만 53조 남겨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경제

“정기선사 지속적 이익 창출 어려워져… 규모의 경제 변화 

불가피”
부산일보 06면 기획

세계 해양도시 5곳 개발 노하우 공유 부산일보 06면 기획

“남획 탓 전세계 어류 93%가 자원 급감… 수산 패러다임 

전환해야”
부산일보 08면 기획

“전세계 연안에 천연자원 35% 밀집, 무분별한 해안 개발 

막아야”
부산일보 08면 기획

부산시 해운대서 `제3회 세계해양포럼` 열려 경남매일 12면 인물

“3조 규모 초대형 개발사업 잡아라” 100여 명 몰려 후끈 부산일보 16면 경제

‘농장에서 식탁까지’ 어르신들에 더 신선한 밑반찬 제공해요 부산일보 28면 인물

신발·섬유산업의 모든 것 ‘패패부산’ 개막 국제신문 14면 경제

신기술 만난 부산 패션, 100년 트렌드 이끈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섬유패션인의 밤 오늘 개최 혁신 패러다임 창출 필요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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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세계 최초 ‘5G 스마트항만’ 구축 속도낸다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日서도 ‘NO 부산’? 불꽃축제 손님 수 반토막 국제신문 15면 경제

“퇴사·재입사 근로공백 길면 2년 넘어도 무기계약 불가” 세계일보 08면 사회

국가수리硏, 의사 뛰어넘는 수학 기반 AI기술 개발 나서 한국경제 17면 IT

부산 제조업체 절반 이상 “올 영업이익 목표달성 못할 것”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정치

고 강한옥 여사, 장례 미사 후 양산 안장 부산일보 02면 종합

“하늘에서 아버지와 영원한 안식을”… 文 끝내 눈물 국제신문 02면 종합

잇단 자책골에 황교안 리더십 또 ‘흔들’ 부산일보 10면 정치

황교안 1차 인재영입… 부산 인사 희비 국제신문 04면 종합

조국 5촌조카·부인 이어 동생도 구속 한국일보 12면 사회

부산 문화

부산 청년 예술가가 만든 ‘툭툭’, 앙코르와트 달린다 부산일보 23면 문화

이야기 따라 맛 따라 ‘부산 돼지국밥 로드’ 부산일보 01면 종합

피란시절 타 지역 국밥과 퓨전… 이야기 힘 업고 ‘최애 

음식’으로
부산일보 05면 기획

문재인 “돼지국밥은 부산이 제일” 부산일보 05면 기획

‘고흐의 도시’ 佛 아를에 이우환미술관 내년 개관 국제신문 01면 종합

내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부산불꽃축제’ 개최 동아일보 16D면 부산

가을밤 하늘·바다 수놓을 ‘부산불꽃축제’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부마항쟁 “부마항쟁은 4·19의 길이 5·16 이긴 것” 국제신문 02면 종합

횡단보도 

인근 

금연구역 

지정

횡단보도 주변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2만 원’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 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경향신문 14면 전국

내달부터 횡단보도 5m 이내서 담배 피면 과태료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횡단보도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시 공약

평가 시민

배심원단 

운영

부산시, 공약 이행 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공약 시민의 눈으로 평가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공약 이행 평가 ‘시민배심원단’ 운영 경남매일 07면 지역

유재수 

경제부시장 

사의 표명

‘비위 의혹’ 유재수 부시장 사의 표명 부산일보 01면 종합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檢 강제수사 하루 만에 사의 국제신문 01면 종합

靑감찰 무마의혹 수사에 유재수 부산 부시장 사의 동아일보 12면 사회

비위 의혹 유재수 부시장 檢 강제수사 다음날 사표 조선일보 10면 사회

유재수 부시장 사의 … 검찰 강제수사 돌입 하루 만에 중앙일보 10면 종합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사의 검찰 강제수사 착수에 부담 매일경제 33면 사회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2년 연기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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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원 늘리고 투자 경쟁력 강화… 부동산은 공급 끊길 듯 부산일보 03면 종합

명지국제신도시에 英 로열러셀스쿨 분교 문 연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영국 로열러셀스쿨 부산 명지에 분교 설립 매일경제 32A면 영남

기장군 부울경 어민들 “해상풍력단지 철회 안하면 靑으로” 국제신문 09면 사회

남구
7월 완공 남구 해파랑카페 빗물 ‘뚝…뚝…’ 국제신문 10면 사회

영도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 하세월… 어민 ‘깊어가는 시름’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 아파트값 111주 만에 첫 상승세 전환 국제신문 15면 경제

송정천 또 기름띠… 원인 아직도 깜깜 국제신문 10면 사회

“먼지·소음에도 입주하라니…” 101층 부산 엘시티 민원 빗발 국민일보 16B면 사회

11/4

부산 시정

완월동 성매매 여성 긴급 생계비 지원·자활지원 조례 이달 중 

발의
부산일보 04면 종합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부울경 20만 명에 1023억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학교강당 수 전국 최하위… 2022년까지 42곳 늘린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김순주 주무관 민원봉사대상 본상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시 김순주 주무관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서·동구 제외한 14개 구·군 내년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
국제신문 03면 종합

보상금 없어서 안 잡았던 멧돼지… 1년 새 개체 수 확 늘어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남권대기환경청 무산 수순에 전국 환경단체 반발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남권 대기환경청 무산 위기 규탄 경남매일 05면 사회

부산 사회적가치 플랫폼 협약… 연대기금 36억원 조성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사회적 가치 창출 연대기금 36억 모은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창업촉진지구 지정안 시민공청회 서울경제 32B면 전국

“원전 인근지역도 정부 재정 지원해야”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혈세먹는 버스준공영제’ 칼 대는 지자체들 내일신문 04면 자치의정

부산 ‘亞 최고 청년창업도시’ 노력 결실맺나 헤럴드경제 10A면 전국

세계최고 수준 ICT 기술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도시 건설
헤럴드경제 26면 오피

니언

부산 경제

‘글로벌 스타트업 이벤트’ 부산이 들썩인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곤충·음식 쓰레기 활용 사료 개발 스타트업 1위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세계해양포럼 추진 주체 ‘국제기구’로 격상해야‘ 부산일보 05면 종합

“러·중 물류 연결에 부산항 역할 더 커질 것”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찾은 문성혁 해수부장관 “북항 개발·제2신항 차질 없이 

추진”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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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벡스코~해운대 호텔 구간 ‘마이스 벨트’ 밑그림 나왔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해·수·동,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풀릴까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수·동 조정지역 일괄해제가 바람직”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 소비자물가 두 달째 ‘마이너스’ 부산일보 17면 경제

다양한 환경규제 맞춘 ‘틈새 기술’ 공략에 사활 달렸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활짝 열린 친환경 선박 시장… 대기업과의 상생이 가장 큰 

숙제
국제신문 06면 기획

이달 부동산 대책… 강남 잡으려다 또 지역시장만 죽일 우려 국제신문 19면 부동산

부산국제수산엑스포 6~8일 개최 서울신문 27면 인물

부산국제수산엑스포 6일 개막… 부스 1100개 마련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A+센터’ 7개권역 구축… 농식품벤처 원스톱 지원 머니투데이 22면 기획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발표 머니투데이 17면 건설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운영사 선정 공고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 정치

총선 바람 솔솔 부니, 출판기념회 시즌 시작됐다 부산일보 08면 정치

‘한국당에 칼바람 분다’ PK 현역 절반 물갈이 예상 부산일보 08면 정치

토박이 여성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직은 ‘넘사벽’ 부산일보 08면 정치

與 ‘낙동강 벨트’ 재정비… 양산에 사활 국제신문 04면 종합

김태호·서병수·홍준표 고향 출마설 구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경남매일 06면 지역

檢 ‘유재수 의혹’ 금융위 압수수색 문화일보 10면 사회

부산 문화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 없애 통합 시너지 극대화 국제신문 21면 문화

어렵게 성사 ‘한일놀이축제’ 악플 곤욕 국제신문 09면 사회

“민간 이사장제 재단법인 검토 필요”…BIFF 위주로 운영 우려 국제신문 21면 문화

부산

불꽃축제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불꽃, 부산 가을 하늘 수놓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동남아관광객에 부산불꽃축제 웃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팡!팡! 불꽃 앙상블 가을밤 수놓자 운집한 110만 관객 “와” 

탄성
국제신문 12면 문화

도시재생

사업 문제

관광지 된 감천문화마을 원주민들은 떠나고 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일상은 없고 관광만 남았다… 도시재생 10년, 후유증만 재생 

중
부산일보 03면 기획

‘핫플’ 흰여울문화마을도 ‘주객전도’ 조짐 부산일보 03면 기획

문재인 

대통령 

태국 순방

문 대통령 태국 순방… 아베 만날까 부산일보 05면 종합



2019년 시정일지

444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태국 간 文, 아세안서 ‘부산 붐업’ 나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아세안 정상회의 ‘아태 메가 FTA’ 최대 이슈 급부상 국제신문 15면 국제

文대통령, 아세안 갈라 만찬서 아베와 인사…약식회동 

가능성도
한국일보 08면 국방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처벌

부산시, 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15곳 적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15곳 적발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적발, 영업 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 경남매일 04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대구·경북 73% “TK통합신공항·동남권관문공항 동시 건설 

찬성”
부산일보 04면 종합

“PK·TK 신공항 동시에 짓자” 국제신문 01면 종합

대구·경북, 가덕도공항 반대 않는다… 통합신공항 추진 조건 국민일보 18A면 사회

“김해신공항 문제, PK-TK 갈등사안 아냐” 파이낸셜 04면 부산

동구 초등학생들이 뿌린 ‘사회적 우정’의 씨앗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진구
“ 4 0 년  다 니 던  길 을  계 단 으 로 ?  6 0  넘 은  노 인 들 은 

어떡하라고…”
부산일보 11면 사회

사상구
사상공단 재생사업 출발 앞두고 부지용도 바뀐 주민 반대에 

삐걱
국제신문 10면 사회

사하구 ‘예산 벽’ 못 뚫는 장림공단 관통 도로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구 영도 ‘핫플’ 지도로 만나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해운대구 추가펜스·통행료까지 요구… 해리단길 ‘수상한 펜스’ 논란 확산 부산일보 10면 사회

11/5

부산 시정

퇴근 후 터널 화재 재빨리 진압 소방관 3명 부산 첫 ‘특별 승급’ 부산일보 11면 사회

퇴근 후 창원 굴암터널 화재 진압 특별승급 경남매일 05면 사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20… 홍보·의전 총력전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구치소 ‘반쪽’ 라운드 테이블… 통합이전 ‘반발’만 커진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멧돼지 식용 금지에 난감해진 부산시 “우리는 빼 달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버스 비리 연루 교수가 대중교통 시민기금 맡다니… 부산일보 10면 사회

“취약계층·조손가정에 방한용품 지원… 나눔 바자 오세요”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시 신공항본부장 전격교체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울경 광역권 형성하려면 교통부터 합쳐야” 국제신문 09면 사회

서울선 年 29만 명 이용하는데 부산선 괄시받는 신중년센터 국제신문 01면 종합

50대 이상엔 ‘그림의 떡’… 개인 지원책 연령별 세분화해야 국제신문 06면 기획

회식 강요·과도한 노동시간… 갑질 기업문화 법으로 제동 국제신문 06면 기획

오늘 벡스코서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세계 ‘선용품’ 지도자들 6~9일 부산에서 모인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세계 선용품협회 총회 내일 개막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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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새단장 FESTA’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시 매년 11월 첫 주 ‘금융위크’ 개최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서 ‘글로벌 금융 행사’ 쏟아진다 동아일보 18D면 부산

부산 중기인들 “공공기관 지역제품 외면말라” 국제신문 13면 경제

중국산 일색 부산항 크레인 20년만에 국산 선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항 미래 10년… 글로벌 리더에게 길을 묻다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동남권 기업, 신남방정책 발맞춰 아세안 적극 진출해야” 국제신문 04면 종합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내년 상반기 분양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기문 “부산시가 중기 육성 앞장서달라” 아시아투데이 30면 인물

HUG, 청년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헤럴드경제 19면 건설

부산 정치

후보도 선거구도 ‘예측불허’ 남구… 혼돈의 승부처 되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역대급 슈퍼 예산’ 조정소위, PK선 누가 뛰나 부산일보 08면 정치

여당 프리미엄 누리나 했더니… 표 까먹는 단체장에 속 타는 

민주
부산일보 08면 정치

“김정은, 12월 북미정상회담 목표 부산 방문 가능성 아직은 

없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지역구 챙기기·’反文’에 미적… “PK 여야 연내 통과 협력을” 국제신문 03면 종합

文 국정지지도 PK 41.9%로 반등 국제신문 04면 종합

文 대통령·아베 ‘부산 임팩트’ 기대감 헤럴드경제 04면 정치

부산 문화

지역 최대 규모 부산미술대전 열린다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국제서핑페스티벌 하루 일정으로 축소 개최 부산일보 10면 사회

“오케스트라의 힘은 실력·태도·자부심의 총합” 경향신문 21면 문화

부산불꽃축제, 역대 최대 관람객 몰려 경남매일 07면 지역

제15회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 판매 순항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동남권

신공항
경부울 주민 63% “총리실 검증 올해 끝내야”

경남도민일보 06면 자

치의정

유재수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檢, ‘유재수 비위 의혹’ 금융위 압수수색 부산일보 04면 종합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檢, 금융위·업체 2곳 압수수색 국제신문 03면 종합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금융위 압수수색 경향신문 10면 사회

‘유재수 감찰무마의혹’ 금융위 등 3곳 압수수색 동아일보 10면 사회

檢 ‘유재수 유착 의혹’ 금융위 압수수색… 조국 겨냥하나 서울신문 11면 사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금융위 압수수색 세계일보 10면 사회

조국 靑 민정수석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검찰, 금융위 

압수수색
조선일보 12면 사회

검찰, 금융위 압수수색 … 유재수 의혹 수사 속도낸다 중앙일보 16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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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금융위 압수수색 한겨레 09면 사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檢, 금융위 등 압수수색 한국일보 01면 종합

檢 ‘유재수 유착의혹’ 금융위 등 압수수색 매일경제 31면 사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검찰, 금융위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24면 사회

‘유재수’ 칼대는 檢…조국 너머 靑 겨누나 서울경제 31면 사회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금융위·업체 2곳 압수수색 아주경제 02면 종합

檢, 금융위·업체 2곳 압수수색 한국경제 29면 사회

스마트공장 

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市가 팔 걷어야” 부산 중기 한목소리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관련 산업 동반성장 힘쓸 것” 부산일보 24면 인물

중기중앙회 “부산시,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를” 세계일보 15면 경제

市 “스마트공장 비용 10% 지원 검토”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국제

수산엑스포

수산엑스포 등 이달 해양 행사 다채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부산국제수산엑스포 6일 팡파르 한국일보 15C면 부산

‘2019 부산국제수산EXPO’ 내일 개막 서울경제 32B면 전국

수산산업 미래를 한눈에… 6일 부산국제수산엑스포 파이낸셜 04면 부산

수산산업의 미래 한 눈에 본다 부산국제수산엑스포 6일 개막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강서구 종합병원 한 곳 없는 명지신도시… 주민들 ‘의료 기근’ 호소 부산일보 04면 종합

동구 동구 지역화폐 통했다 부산 지자체 확산되나 부산일보 09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 ‘블레저형’ 국제회의복합지구로 거듭난다 부산일보 18면 교통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11/6

부산 시정

“요양병원에 수평피난구역 설치해야 화재 때 계단 대피보다 

훨씬 효율적”
부산일보 10면 사회

“절대 멧돼지를 놀라게 하면 안 돼”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시민 위협하는 미군 세균실험 중단해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인천 제쳐라, 부산시 국제관광도시 유치팀 가동 국제신문 13면 경제

부산시-시의회, 내년 1조 규모 지역화폐 발행 놓고 전운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노인 인구 10년새 6.3%P 증가 국제신문 08A면 사회

부산 노인 인구 10년 사이 6.8% 증가 한국일보 12C면 부산

도시마다 다른데… 미세먼지 ‘무개념 관리’ 국제신문 08면 사회

‘고리1호’ 완전해체까지…핵폐기물 기술 등 난제 산적 문화일보 32면 기업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정부가 책임져야”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경제
청년CEO가 들려주는 성공창업의 모든 것 부산일보 15면 경제

스타 CEO의 창업 성공 비결은? 한국일보 12C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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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농배켱’의 ‘콩된장 구포국수’ 농식품부 청년한식당 우수 

메뉴 선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콩된장 구포국수’ 국산 식재료 우수음식 선정 국제신문 13면 경제

“조정지역 해제 등 8개 지역현안 해결을” 부산일보 15면 경제

오시리아 단지 활성화 오늘 업무협약 국제신문 14면 경제

직영매장 철수·인력 감축 부산어묵 성장엔진 꺼지나 국제신문 01면 종합

원자재값 급등·어묵 한류 답보… “지역 특화산업 지원을”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자영업자 1년 새 18% 급증… 실직자 증가 영향도 국제신문 01면 종합

주력산업 부진에 자영업 늘어… 내수침체 더 부추겨 국제신문 14면 경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속 ESS ‘도심 화약고’ 신세 국제신문 08면 사회

중기 R&D 방향 잡아주고 해외개척 노하우 전수 ‘원스톱 

컨설팅’
국제신문 15면 기업

車부품 미래 과제는 모듈 강화·친환경… 국제신문 15면 기업

활어 파는데… 해수 여과장치 포기한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국민일보 18B면 사회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 경제효과 497억”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에서 재테크 고수 만나세요 매일경제 16면 금융

무보,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총력 머니투데이 04면 종합

지역中企 손잡고…부산시 ‘泰 MICE 시장’ 공략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시 오늘 ‘ETRI 유망기술 설명회’ 서울경제 29B면 전국

BPA, 신항 항만근로자 숙소 건립 순항 경남매일 15면 경제

강남4區·영마용성 27개洞 분양가상한제 적용 문화일보 01면 종합

부산 마이스 산업 다변화 ‘방콕 로드쇼’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영남권 3선, 용퇴 혹은 험지 출마” 부산일보 06면 정치

드러난 ‘친박 본색’… PK·TK 엇갈린 시선 부산일보 08면 정치

드러난 ‘총선 전략’… PK 챙기기 野 ‘대놓고’ 與 ‘물밑서’? 부산일보 08면 정치

文, 아세안서 부산회의 성공포석 놓고 귀국 국제신문 05면 종합

이호철·이진복, 부산 여야 총선 키맨 국제신문 05면 종합

유재수 두 아들, 사모펀드 운용사서 ‘수상한 인턴십’ 경향신문 08면 사회

부산 문화

“부산 가마는 ‘왜관요’라 불러야”… 도예인, 도자의 미래 위해 

뭉쳤다
국제신문 19면 문화

‘영웅이 부르는 신세계’ 부산서 만난다 매일경제 34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재검증 관리위 첫 회의부터 격론 국제신문 05면 종합

김해신공항 검증위 5개 분과 설치키로 경남도민일보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 또 ‘헛바퀴’ 경남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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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스 

에어쇼

한-아세안 정상회의 앞둔 부산에 블랙이글스 뜬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원도심 하늘 꽉 채운 에어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환영 국제신문 02면 종합

‘한-亞 특별정상회의 환영합니다’ 부산시, 대대적인 붐업 

이벤트
한국일보 12C면 부산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행사 

다채
리더스경제 13면 종합

한-아세안 정상회의 앞두고 부산시, 10일 환영행사 개최 머니투데이 24면 인물

국제

수산엑스포

아시아 최고 수산박람회 문 열었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이번 주 부산은 국내 해양계 지식 공유의 바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서 ‘수산 산업의 미래’ 본다 동아일보 16D면 부산

국내 최대 수산업 박람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 개막 한국경제 30A면 지역

블록체인

특구 부산

“블록체인·실물경제 융합 논의 해요” 서울경제 35면 인물

“블록체인 활용 혁신 금융모델 찾아라” 파이낸셜 01면 종합

“문현금융단지 중심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가속도” 파이낸셜 08면 기획

“금융·해양·블록체인, 부산의 새로운 10년 책임” 파이낸셜 08면 기획

강서구 호텔도 못 짓는 가덕도에… 체류형 관광지 만든다는 강서구 국제신문 06면 사회

기장군 기장미역, 국내 최초 ‘MSC 국제 인증’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북구 부산의 모든 수제 맥주, 북구 ‘밀당 브로이’서 즐기세요 부산일보 02면 종합

사하구 예산 ‘눈덩이’ … 구평동 산사태 복구 중단 위기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팔각정’ 옛 해운대역사 관광지 연계 공원 된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옛 해운대역사 부지 문화공원 조성 확정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 엘시티 입주 날짜 놓고 입주민·사업자 갈등 한국경제 30A면 지역

11/7

부산 시정

행정구역 쪼개졌던 ‘대우금사아파트’ 하나로 합친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한지붕 두 동네’ 대우금사아파트, 해운대구로 합친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양복 입어도 소방관”… 조문 가다 터널 불길 잡은 세 청년 부산일보 11면 사회

대저대교 환경평가서 ‘날조 진위’ 오늘 판가름 부산일보 11면 사회

특·광역시 중 부산 독거노인 ‘최고’ 고용률은 ‘최저’ 부산일보 05면 종합

전국이 주목한 ‘다복동 사업’ 市 예산 편성 안 해 폐지 수순 부산일보 01면 종합

멧돼지 잦은 출몰 ‘왜’… 경남·울산 지역 수렵 피해 ‘부산 피난’ 부산일보 10면 사회

이틀간 26마리나 출몰한 멧돼지… 불안 고조 국제신문 08면 사회

‘채용 비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해임 부산일보 05면 종합

‘채용비리 논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해임 국제신문 13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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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기관 사업 예산 올해보다 134억 원 감액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다문화결혼 8년만에 증가세 전환 국제신문 02면 종합

이정호 부산硏 원장 건강 이유 사의 오거돈 시정 핵심라인 

급속 와해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주요 도로 ‘시속 50㎞’… 11일 본격 시행 한국일보 15C면 부산

市, 공공기관 예산 축소 “혁신으로 살아남아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지역사회 힘 모아 ‘학교밖 청소년’ 지원 파이낸셜 04면 부산

“사랑 담은 김치 드시고 따뜻한 겨울 맞이하세요”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 경제

해운대·수영·동래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일보 01면 종합

총선 앞둔 ‘정치적 결정’ 분석 속 부산 부동산 시장 ‘지각변동’ 부산일보 03면 종합

침체 부동산시장 ‘단비’… 외지인, 매물 싹쓸이 소문 파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실소유자 대출잔금 마련 시름 덜어… 분양권 전매·청약 요건 

완화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고양·남양주 조정지역 해제… ‘총선용 카드’ 지적도 서울신문 03면 사회

부산 전 지역 규제 해제… 김현미 지역구도 족쇄 풀어 한국일보 04면 부동산

규제 풀린 ‘부산 3구’ 집값 고삐 풀리나 머니투데이 03면 부동산

부산 3개구,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 경남일보 08면 경제

김해공항 슬롯 포화에… 에어부산, 인천 하늘길 뚫는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지스타 D-7… 기업 대 기업 비즈니스 경쟁도 후끈 국제신문 12면 경제

“벡스코의 성장이 곧 부산의 성장이죠”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 혁신창업 생태계 키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정치

“대한민국 이주민 정책, 지난 10년간 오히려 뒷걸음질” 부산일보 08면 정치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이주민에 관심을” 국제신문 02면 종합

PK 민주 의원들 공천 걱정 덜 하는 이유는? 부산일보 06면 정치

변화 바람에도 PK 중진들은 ‘요지부동’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당 쇄신론에 PK중진 “강제로 못 나가” 격렬 반발 국제신문 05면 종합

새삼 주목받는 ‘YS식 공천법’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당 “유재수 불씨 살려라” 권력형 비리 몰아가기 안간힘 부산일보 08면 정치

與, PK 공동선대위원장 김영춘 고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타워 방문객 100만 돌파 콘서트 등 다양한 기념 이벤트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서 영화 제작, 왜 안 돼? 찡찡대지 않고 젊은 영화 만들 

거야”
부산일보 19면 문화

‘라돈 아파트’ 1년… 문제의 자재는 그대로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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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경제 숨통 틔울 동남권 신공항 서둘러달라” 매일경제 14면 경제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재점검 “하나, 안 하나, 못 하나” 경남매일 01면 종합

대구시 “부울경 원하는 답 유도” 발끈 경남매일 03면 종합

국제

수산엑스포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 등장한 참치회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산업 미래 한 눈에… 부산국제수산엑스포 개막 국제신문 12면 경제

‘亞 대표’ 부산국제수산엑스포 도약… 가공식품·설비 ‘한 눈에’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세계 420개 수산기업 부산서 신기술 등 공유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블록체인

특구 부산

부산 블록체인 창업 생태계 판 키운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오거돈 시장 “블록체인 기업, 부산 몰려오게 할것” 매일경제 14면 경제

“항만물류에 강한 부산, 블록체인에 최적화” 매일경제 14면 경제

동래구 폐쇄된 지하보도 ‘야구만화 카페’ 변신 국제신문 08면 사회

남구 용호동 ‘일제 포진지’ 관광화 사실상 무산 부산일보 10면 사회

수영구 옛 미월드 부지 ‘호텔 인가’ 결국 취소… 인수자는 “계속 추진” 부산일보 04면 종합

11/8

부산 시정

“예타 면제사업 지역 공동도급 40% 이상으로”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민단체, 市 행정사무감사 선제적 제안 부산일보 08면 정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날조 진위’ 결론 못 내렸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대저대교 환경평가 ‘거짓·부실 여부’ 결론 못냈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1기업-1세대 정기후원, 저소득가정 아동에 온정 전해요” 부산일보 28면 인물

시민단체 “미세먼지 줄이려면 동남권대기환경청 필수” 국제신문 10면 사회

승객 항공기 내 3시간 이상 대기 땐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정신질환자 2년새 2만 명 증가… 치료인력 확충 시급 국제신문 08면 사회

잇단 테트라포드·갯바위 사고 유명무실 과태료에 통제 안돼 국제신문 08면 사회

먹이를 찾아 도심·바다로 멧돼지 안전지대는 없다 서울신문 19면 전국

부산시,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 본격 추진 한국일보 12C면 부산

‘고령화 도시’ 부산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 잰걸음 파이낸셜 01면 종합

이정호 부산연구원장 사의 표명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시, 10월 불법자동차 단속 1117건 적발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수산물 소비 회복… 위생·안전 강화가 첫걸음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스타트업 육성” 롯데 엘캠프 데모데이 부산일보 16면 경제

가구만 파는 이케아? 연어도 팔아요!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항, 선진국 제조업 리쇼어링 위기 대응해야”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경제 중추 ‘물류산업’ 성장세 거의 멈췄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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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규제에 애먼 부산 건설업계만 위기” 국제신문 27면 인물

부산, 사회적기업 매장 잇단 개설 경향신문 14면 전국

세계1위 해운물류기업 “부산 투자 긍정적 검토”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국제조선대제전 2억8500만달러 수출 계약 ‘성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800만원짜리 싱가포르 지폐와 인증샷 ‘찰칵’ 매일경제 16면 경제

“불황때 더 빛나는 안전자산 金·달러·엔화 ETF 관심을” 매일경제 16면 경제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계획 착수보고회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 정치

PK 민주 총선 지휘, 막후 실세? 공식 라인? 부산일보 08면 정치

21대 총선 ‘민심’ 대 ‘인물’ 싸움… 어느 무기가 유리할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PK 한국당 의원 앞 네 가지 길 ‘쉬운 길이 하나도 없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文, 아태 언론사에 한·아세안 부산회의 홍보 국제신문 05면 종합

균형발전·지방분권 후순위로 밀리며 ‘낙제점’ 국제신문 06면 정치

“공정사회·혁신성장,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 국제신문 06면 정치

‘오거돈 명예훼손’ 첫 심문서 진실공방 국제신문 10면 사회

유재수, 대보건설 2세 소유 사모펀드 운용사와 ‘끈끈한 정황’ 경향신문 10면 사회

부산 문화

음악으로 전 세계인에 ‘평화와 화해’ 메시지 전한다 부산일보 23면 문화

배산성지 3차 발굴… 추가 성벽 찾아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아세안문화원, 전시장에 ‘엉터리’ 캄보디아 국기 ‘국가 망신’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임기 반환점 도는 文, ‘신공항 공약’은 제자리 부산일보 01면 종합

후보 문재인 “신공항은 가덕도” 대통령 문재인 “신공항은…” 부산일보 03면 종합

정책 실패 책임 피하기인가…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지지부진’
부산일보 03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답보 상태… 文의 결단이 해결 열쇠 국제신문 06면 정치

오거돈·김경수 ‘김해신공항 공조’ 온도차 국제신문 05면 종합

세계

선용품협회 

부산총회

세계선용품協 부산총회 개막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항 위상 걸맞은 선용품 산업 도약을”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세계 선용품 모든 것, 전시부터 상담까지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동산 규제 

완화

“지금 집 팔면 손해죠” 부산 ‘해수동’ 매물 씨 말랐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표심 겨냥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돌린 부산 민심에 통할지… 국제신문 03면 종합

“집주인, 급매물 다시 거둬들였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도자 

우위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해·수·동’ 규제 풀리자 돈 몰리나 서울신문 21면 경제

“규제 풀린 부산 해·수·동… 매물 쏙 들어가고 매수문의 늘어” 매일경제 16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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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창업 

페스티벌

“실패왕 찾습니다” 부산재창업페스티벌 부산일보 17면 경제

“실패 딛고 재창업 도전하세요”…부산재창업페스티벌 개최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중소벤처기업부 부산 재창업 페스티벌 개최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마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기념 문화센터 건립, 필생의 사업으로 삼을 것” 부산일보 27면 인물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종합지원센터 ‘반쪽짜리’ 될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래구 초등학교 통학로 ‘녹지광장’ 조성 싸고 ‘시끌’ 부산일보 10면 사회

북구
폐쇄된 구포개시장서 개고기 판다고? 부산일보 11면 사회

완전 폐업한 구포개시장서 개고기 몰래 팔던 업소 적발 국제신문 10면 사회

영도구 ‘지뢰밭’ 만난 태종대 해양관광도로 부산일보 10면 사회

11/11

부산 시정

한·아세안 정상회의 환영 에어쇼 부산일보 01A면 종합

부산 영도에 모인 1만여 명 “아세안 정상회의 성공 기원”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주거지 인접 산지 사면 전수조사 부산일보 01면 종합

회계부정 등 계약해지 전력 복지법인, 시설 운영 못 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보험 없이 아찔 배달”… 플랫폼 노동자 ‘권리 찾기’ 시동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람은 없고 건물만 남았다”… 내용보단 ‘경관 꾸미기’ 급급 부산일보 04면 기획

공무원 72%… 주민은 24%만 만족 부산일보 04면 기획

재생보다 성과에 집착… ‘예산 따내기’로 변질된 ‘뉴딜 사업’ 부산일보 05면 기획

‘뉴딜’은 ‘올드딜’? 특화거리 등 하드웨어 성과 중심 기존 

도시재생 답습
부산일보 05면 기획

서비스 평가 미흡한 버스회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제한 추진 국제신문 05면 종합

멧돼지 부산 도심 출몰 루트 찾았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 이동경로 헛다리 짚는 사이… 멧돼지, 동부산까지 진출 국제신문 03면 사회

등산로 설치된 포획틀에 2년간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국제신문 03면 사회

지역화폐·유료도로 칼날감사 벼른다 국제신문 05면 경제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에 수백억 ‘가욋돈’ 들어갈 판 국제신문 06면 사회

불신 쌓인 ‘환경평가 38년’…사업주체 고리 끊어야 한겨레 08면 사회

訪中 오거돈 시장 관광객 유치 성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턴투워드 부산’ 오늘 오전 11시 추모 묵념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을 위해 전세계가 11일 11시 ‘1분간 묵념’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공공도서관 명칭 공모 서울경제 31B면 전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아세안路’ 지정 파이낸셜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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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을 부산으로! 부산을 세계로!’…’아세안로’ 명예도로 

제막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 핀테크 기업들, 금융도시 싱가포르에 첫선 부산일보 17면 경제

“선박관리 ‘디지털화’ 통해 고객만족 높여야”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LNG 로드·야드트랙터 도입 업체 공모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사업체·종사자 증가율 전국 꼴찌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해양수산 미래의 땅 ‘극동러시아’ 부산일보 01A면 종합

부산항, 5~10년 뒤 ‘21세기 실크로드’ 허브항 노려라 부산일보 03면 기획

“’침묵의 바다’ 동해 활용한다면 ‘부산 가치’ 크게 올라갈 것” 부산일보 03면 기획

‘市 최고 워라밸 CEO’ 빈대인 부산은행장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지역화폐 대행업체 KT 선정에 상인 반발 국제신문 06면 사회

‘지분 44%’ 에어부산의 운명은 동아일보 B01면 경제

“현금 보유비중 늘려 장기불황 대비할 때” 매일경제 14면 경제

부산시, 해상풍력·수소연료 발전 대폭 늘린다 문화일보 14면 전국

대학생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내일신문 12면 금융

부산 정치

의원 수 줄이기냐 세비 삭감이냐, PK 민심은? 부산일보 08면 정치

국회 최고참 2인방, 막힌 정국 ‘솔로몬 해법’ 찾을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보수통합 지분 배분·교체 기류 설 곳 없는 PK 한국당 의원들 부산일보 08면 정치

보수통합 성패 바로미터 해운대·부산진 부산일보 08면 정치

해운대갑·수영·부산진을 예비후보들, 보수통합에 셈법 복잡 국제신문 05면 종합

檢 ‘유재수 비리’ 수사반경 확대… ‘윗선’까지 향할까 문화일보 10면 사회

부산 문화

‘부산 랜드마크’ 걸어서 63층까지… 부산일보 17면 경제

지스타에 ‘포켓몬고’ 미공개 캐릭터 뜬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넥슨·엔씨 빠진 ‘게임축제’… 동영상 플랫폼과 협업해 

‘흥행몰이’
세계일보 18면 IT

영진위,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추진한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제3회 부산공예명장전 16일까지 시청 전시실 경남매일 08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검증위원 낙하산 안된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해법, 결국 중앙정부 결단에 달려” 국제신문 25면 인물

김현미 총리설에 꼬인 동남권신공항 내일신문 04면 자치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원생 해외 입양 ‘돈벌이 의혹’ 부산일보 02면 종합

“형제복지원, 아동 해외 입양으로 돈벌이했다” 부산일보 06면 사회

아동 해외입양으로 돈벌이 한 형제복지원 서울신문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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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 

시속제한

오늘부터 주요 도로 50 ‘속도보다 안전’ 부산일보 02면 종합

오늘부터 부산 시내도로 시속 30~50㎞ 제한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경찰청 안전속도 5030 선포식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사상구 ‘방범 무용지물’ 공원 옆 치안센터, 파출소로 거듭난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도구 부산 영도구에 ‘제주 해녀상’ 우뚝 국민일보 15면 사회

중구 “산복도로 계단도 영화 ‘조커’ 계단처럼” 국제신문 08면 사회

11/12

부산 시정

부산시 내년 예산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 역점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청년 도시’ 정조준… 삶의 질 높일 공보육도 강화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닻’ 올린다 부산일보 18면 교통

난소 나이 검사 비용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끈질긴 건의 성과 난소나이 검사 건보 적용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의회 일자리 세대별 토론 부산일보 04면 종합

무게 70t 크레인도 밀어낸 ‘강풍’… 수능일도 주의보! 부산일보 11면 사회

70ｔ 크레인도 밀어버린 역대급 돌풍 부산 강타 국제신문 02면 종합

낙동강유역청 추가 검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날조에 

무게?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대표 복지정책에 참여했는데 ‘경력 인정’ 안 된다니…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생태교란식물 퇴치 ‘시늉만’ 부산일보 10면 사회

서부산·거창·통영·진주권 공공병원 신축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정상회의 코앞인데 … 구멍 뚫린 하늘 보안 국제신문 01면 종합

시비 수억 들어가는데… 낙동강 생태탐방선 ‘부산패싱’ 국제신문 08면 사회

블랙이글스 하늘 수놓자 한·아세안 축제 시작됐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지하철노조, 전태일노동상 수상 내일신문 19면 정책

부산 경제

市·전문건설協, 부산 하도급 업체 대기업 건설 수주 힘 보탰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창업기업 특허권 지키기’ 179억 IP펀드 조성 부산일보 16면 경제

알티엑스, 전자빔 방식 세계 첫 수소연료전지 양산체제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아파트시장 ‘분양가’ 고삐 풀리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수산엑스포, 스마트 양식까지 판 키운다 국제신문 15면 농수축산

‘세차’로 공공일자리 만드는 청년들의 사회적기업 국제신문 13면 경제

“블록체인, 중앙집중식 정보관리 벗어나야” 서울경제 14면 IT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조성” 플랫폼 구축 앞장선 서경TV 서울경제 14면 IT

아시아나 날개 달 HDC현산 경영정상화 연착륙 변수는? 헤럴드경제 12면 경제

부산 정치 지역구 상주·방송패널… 전직 의원 생존법 부산일보 08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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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년 첫 국비 7조 원 시대 ‘빨간불’ 부산일보 08면 정치

검찰, 유재수 의혹 수사 확대… ‘구속 만료’ 정경심 추가 기소 부산일보 04면 종합

한국당 부울경 초·재선 물갈이론도 고조 국제신문 06면 종합

文風·중앙당 지원사격도 시들 PK 민주당 의원 “나홀로 뛴다” 국제신문 06면 종합

“文의 잘못된 현실인식, 후반기 국정도 실패로 이끌수도” 문화일보 03면 정부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띄우기 내일신문 02면 정치

한·아세안, 부산서 하나로… 특별정상회의 25일 개막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2030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내일신문 15면 산업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획단 이달 출범 헤럴드경제 06면 정책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헤럴드경제 01면 종합

부산 문화

아세안 10개국 화제의 영화 만나세요 부산일보 22면 문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 마스코트·엠블럼 발표 부산일보 19면 스포츠

내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마스코트·엠블럼 확정 국제신문 20면 스포츠

5G 신작 게임부터 코스프레까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아주경제 15면 경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섀도우아레나’…K게임 야심작 부산에 

뜬다
문화일보 26면 IT

턴 투워드 

부산

부산을 향해 참전용사를 위한, 전 세계의 묵념 부산일보 02면 종합

11월 11일 11시… 6·25 UN 참전국들, 전사자 안장된 부산 

향해 묵념
조선일보 12면 사회

‘턴 투워드 부산’ 경남일보 03면 종합

11월 11일 11시 부산 향해 ‘묵념’ 내일신문 08면 국방

시내도로 

속도제한

안전속도 5030 선포식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안전속도 5030 지켜주세요” 경향신문 12면 전국

부산 시내 도로 차량 시속 30∼50㎞로 제한 국민일보 17B면 사회

부산시 주요 도로,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 도심에선 시속 50㎞ 이하로 달리세요”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부산시 

2020년

 예산 확정

내년 부산시 본예산 첫 12조 원 돌파… 올해보다 9249억 증액 국제신문 01면 종합

재정 지출 늘려 경기부양… 보행도시·미세먼지 예산 2배 증가 국제신문 03면 경제

부산도 내년 역대 최대 확대재정… 예산안 12조5910억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시 내년 예산 12조5910억 편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내년 예산안 12조5000억원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지식재산 

펀드

부산 지식재산 펀드 투자조합 결성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창업기업 특허권 지키자” 펀드 만든 부산 서울경제 33B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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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식재산펀드 179억 조성 ‘창업기업 특허권 보호’ 파이낸셜 04면 부산

자성고가교 

철거

부산 시민 제안 ‘자성고가교 철거’ 완료 서울경제 33B면 전국

시민 정책제안 1호 ‘자성고가교 철거’ 준공식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시, 시민과 첫 약속 지켰다 ‘자성고가교’ 50년만에 

철거완료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중구 윤종서 중구청장, 뜬금없이 결백 주장 간담회… 뒷말 무성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해리단길 ‘수상한 펜스’에 불법 대출 ‘흑막’ 의혹” 부산일보 10면 사회

11/13

부산 시정

엑스포-북항 재개발 상생 효과 크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엑스포 무대 북항, 경자구역 지정 시기 조율과 협력 중요 부산일보 03면 종합

한·아세안 회의 ‘붐업’ 노력… PK 민심잡기는 ‘덤’ 부산일보 04면 종합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팔걷는다 서울경제 06면 종합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막겠다” 부산시 ‘외로움 치유 예산’ 확대 부산일보 01면 종합

내년 국비 3326억 市, 확보 ‘총력전’ 부산일보 04면 종합

자성고가교 철거 후 시원하게 뻗은 도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시민 정책제안 1호 자성고가교 철거 완료 아주경제 20면 사회

28분→9분 단축, 기장~울주 국도 31호선 마지막 구간 개통 부산일보 08면 종합

기장군~울주군 국도 4차로 15일 완전 개통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의회도 “자치입법권 확대하자”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구-중구, 북항 놓고 3년째 ‘땅싸움’… 재개발 차질 빚나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4개 항목 날조 부산일보 11면 사회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일부 항목 날조 정황 포착 국제신문 06면 사회

“러 선박 충돌사고 광안대교 피해 복구 2개월 앞당겨 보람” 부산일보 25면 인물

‘풍산 특혜’ 해법 못 찾는 국방부… 센텀2 개발 ‘고-스톱’ 기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공공기관 ‘e-뱅킹’ 도입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공공기관 회계 ‘e-뱅킹’으로 전환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시, 금융서비스업 범위 확대 등 신산업 걸림돌 없앤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장 관사, 시민 휴식공간으로 인기 파이낸셜 04면 부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활성화 세미나 경남매일 07면 지역

태풍 피해로 낙동강 생태 탐방선 운영구간 축소 경남매일 04면 사회

부산 경제

참관객 2만 명 시대 연 수산엑스포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1조 계획했던 부산 지역화폐, 3000억 규모로 축소 국제신문 03면 종합

해운대마저 족쇄 풀리자… 부산으로 몰려오는 서울 큰손들 조선일보 02면 종합

부산 정치 이언주 “신당 창당 PK 보수 세대교체” 부산일보 05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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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탈문·류영진 친문 엇갈린 실험의 결과는… 국제신문 05면 종합

불출마 무기 든 김무성 “중진들, 자기를 죽여 나라 살려야”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고종 초상화, 풍경궁에 모시다’ 부산박물관 공개 부산일보 20면 문화

故 이태석 신부 두 번째 이야기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영상위 출범 20년 만에 운영위원장 공모로 뽑는다 부산일보 18면 문화

‘한·亞 특별정상회의’ 기간 10개국 유명 셰프 부산 뜬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시 공예명장전 한국일보 12C면 부산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엠블럼 확정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2020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엠블렘 확정 경남일보 17면 스포츠

동남권

신공항

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활동 1년 연장 결의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활동기간 1년간 연장 경남매일 01면 종합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종합지원센터 ‘반쪽’ 안 돼… 오 시장 공약 이행을” 부산일보 10면 사회

지스타 

2019

게임 속으로 들어온 5G·블록체인 ‘새 세상 경험하라’ 부산일보 16면 게임

채용박람회·투자마켓·웹툰토크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 부산일보 16면 게임

5G 스트리밍·인디게임 신기술 총망라… 새로운 세상 

경험하세요
국제신문 14면 게임

“브롤스타즈 최강자전 관심 기대… 한국 유저 사랑 받겠다” 국제신문 14면 게임

2030 부산

엑스포

“2030 엑스포는 부산에서” 범국가적 총력 유치 시동 부산일보 03면 종합

정부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추진 세계일보 15면 경제

산업부, 2030부산등록엑스포 공식 추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올림픽·월드컵 다음은 ‘2030 세계박람회’ 머니투데이 08면 종합

부산카페 

가이드북

부산 ‘카페 명소’가 한눈에 쏙~ 부산일보 11A면 사회

부산 매력 담은 ‘낭만카페 35선’… 여기 어때?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의 매력’ 품은 카페 여기 있네~ 한국경ㄴ제 30A면 지역

부산‘낭만카페’추천합니다…35선 가이드북 제작·홍보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벡스코 

국무회의

벡스코에서 국무회의 연 文 “부산은 아세안 향한 시작점” 국제신문 01면 종합

文대통령 “RCEP, 신남방정책 가속 계기” 동아일보 06면 종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띄우는 文...부산서 국무회의 주재 서울신문 04면 종합

文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 평화, 공동번영 미래 열어야” 세계일보 04면 국방

文대통령 “신남방정책은 발전 전략 핵심” 아시아투데이 03면 종합

文대통령 또 PK로...靑 “지역방문 349회, 지구 한바퀴 반 거리” 조선일보 05면 정치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국무회의 중앙일보 08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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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축제의 장 만들자”…부산서 현장 국무회의 한겨레 04면 정치

부산 16번째 간 文대통령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을” 한국일보 01면 종합

文대통령, 부산 벡스코서 국무회의 한국일보 05면 정치

文,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 韓·아세안 정상회의 띄우기 매일경제 10면 정치

文 ‘한·아세안 정상회의’ 띄우기 … 부산서 국무회의 열어 한국경제 06면 정치

문 대통령, 부산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붐업’ 경남신문 03면 종합

文의 구애에도 냉담한 PK… “공항해법 내놔야 민심 잡는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오거돈 “정상회의, 부산 도약 기회… 후속 사업도 도와달라” 국제신문 04면 종합

강서구
70㎞나 뺑뺑이 돌아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명지·신호동 

주민들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구 부산 동구, 원도심 유일 인구 증가세 왜? 국제신문 08면 사회

연제구 동쪽 치우친 연산교차로 상권 활성화… 소외 상인 ‘부글부글’ 국제신문 06면 사회

중구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15일 광복로에 빛 밝힌다 한국일보 12C면 부산

11/14

부산 시정

서부산 대저대교 연내 착공 무산 부산일보 01면 종합

市 경제부시장 공백 재경 송년행사 취소 부산일보 02면 종합

교과서·아세안路서도 ‘캄보디아 국기 수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아이들 과학 놀이터 ‘LG 사이언스홀’ 문 닫는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과학교육 산실’ LG사이언스홀부산 내달 27일 폐관 국제신문 02면 종합

초고층 밀집 부산, ‘제2 낙하산 활강’ 막을 방법 없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 민간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비용 최대 2700만원 지원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영 축소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찾아가는 ‘이웃 순찰제’…부산경찰 전역으로 확대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산 경제

‘공동 이익 위해서라면…’ 부산 13개 건설단체, 연합 조직 

출범시킨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고용률 5년 만에 최고… ‘고용 질’ 고민은 여전 부산일보 14면 경제

지난달 부산 고용률 대폭 개선에도 ‘경제 허리’ 40대 취업자만 

줄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신규 업체 진입 장벽” VS “지역 업체 보호 규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고등어 조업 ‘최악’ 올해 공동어시장 위판액 30년 전 ‘뒷걸음질’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항서 초대형 선박 이틀 거리… ‘수소 생산기지’ 최적지 

부상
부산일보 04면 기획

“과거 러시아 협력사업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해야” 부산일보 04면 기획

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수·동… 전문가들 “일단 관망” 국제신문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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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집값 급등
아시아투데이 22면 부

동산

“수소전지 선박 검사 지침 마련… 부산, 규제혁신 선도”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시, 산업평화상 10명 시상 한국경제 28A면 지역

주인 바뀌는 아시아나 에어부산 거취‘촉각’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보수 통합 약발은 PK에서 제일 잘 받네 부산일보 08면 정치

선거철 되니 또 들먹이는 ‘박풍’, 통할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지방청년 외면한 민주당 ‘청년 공약’ 부산일보 01면 종합

전·현직 시의원, 부산 총선판도 바꾸나 국제신문 05면 종합

국민공천제 보수통합 묘수될까 국제신문 04면 종합

총선 험지출마 대조적… 민주당은 “내가” 한국당은 “네가” 국제신문 04면 종합

文이 챙긴 부산 현안, 정부는 “NO”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처 간 엇박자·시 전략 부재에… 한·아세안 후속 사업 줄줄이 

퇴짜
국제신문 03면 종합

檢,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출국금지 동아일보 12면 사회

“한·아세안 공동번영 모색” 내일신문 03면 정치

검찰, 조국 비공개 소환…뇌물 등 6가지 혐의 캔다 헤럴드경제 09면 교육

부산 문화

“아세안에 부산 매력 알려요”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영상위 새 운영위원장, 설립 20년 만에 최초로 ‘공모’ 부산일보 18면 문화

줄잇는 올 부산 트리축제 주제 ‘한·아세안회의 성공 개최 염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수준높은 아세안 영화 무료로 마음껏 보세요 국제신문 24면 문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오늘 벡스코서 개막 동아일보 16D면 부산

넷마블 vs 펄어비스 “지스타 주인공 나야 나” 아주경제 09면 IT

아세안 인플루언서 부산 온다 13∼17일 미디어 초청 팸투어 경남매일 07면 지역

동남권

신공항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내걸고 정면돌파한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경남도의회,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1년 연장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공공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저감연구

부산서 공공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저감 연구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데이터 관련 연구개발로 신산업 기회 잡는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 공공테이터 활용 안전·안심사회 만든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에코백

비닐은 ‘NO’… ‘에코백’으로 쇼핑하세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에코백을 즐겨씁시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에코백 사용합시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아세안 취업

박람회
“해외 취업, 아세안 국가로 도전하세요” 한국일보 15C면 부산



2019년 시정일지

460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아세안 20개 기업 부산서 238명 채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내일 ‘아세안 해외취업 박람회’ 20개 기업서 238명 뽑는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글로벌 청년일자리 문 활짝…부산시‘아세안 해외취업 박람회’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북구 구포개시장 400억 투입 동물복지허브로 국제신문 08면 사회

11/15

부산 시정

한·아세안 정상회의 코앞 ‘불 켜고 밥도 짓고’ 분주한 손님맞이 부산일보 02면 종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오늘 부산 전역 모의훈련 부산일보 11면 사회

소각장 등 운영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낙동강유역환경청 멧돼지 포획포상제 운영 부산일보 14면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병원 의료기록 유실되면 ‘어쩌나’ 부산일보 10면 사회

“구평동 산사태 국가와 구청 책임” 피해자들 ‘100억대 배상’ 

추진
부산일보 10면 사회

구평동 산사태 피해자들 국가배상 추진 국제신문 09면 사회

“市 새마을장학금 조례 전면 폐지하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낙하산·멧돼지·드론… 경찰 “한·아세안회의 돌발변수 막아라” 국제신문 08면 사회

멧돼지 도심 출몰 루트 나왔지만 정부 대응책만 기다리는 

부산시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출산·보육 연구 뒷전” 국제신문 05면 종합

낙동강유역청 대기환경전담반 ‘반쪽 발족’ 국제신문 09A면 사회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 미세먼지 해결책” 국제신문 26면 인물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 기념행사 엉터리 캄보디아 국기 조선일보 08면 국방

지역 맞춤형 복지공동체 속도낸다 파이낸셜 02면 종합

내년부터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車 제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SNS, `올해의 최고 소통대상` 수상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시 SNS, ‘올해의 최고 소통대상’ 수상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부산 아파트값 113주 만에 올랐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집값 113주 만에 상승 전환… ‘해·수·동’이 견인 국제신문 02면 종합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자 해운대 엘시티 5억 ‘껑충’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청년들에게 특별한 위로 부산시·경진원 ‘두드림 위크’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신발진흥센터 독립 논란 재점화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상공계 “에어부산 최고 LCC 만들자” HDC에 상생제안 국제신문 02면 종합

크레인 사고 겪은 BPA, 안전시설 보강 국제신문 17면 농수축산

부산 산학연 기술지원단, 지역 제조업 환골탈태 이끈다 국제신문 06면 기획

“대학 연구성과, 기업에 신속 공개… 창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 국제신문 06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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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직접 화장품공장 설립해 뷰티산업 육성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진해경자청 “부산·경남 벽 허물고 ‘원팀’으로”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글로벌 SW 인재 키운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조선기자재, 인니서 84억원 계약 체결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진해경자청 기능 중심 조직개편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산 고용지표 9개월 연속 상승세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땐 부산·울산 지역구 4곳 통폐합 부산일보 06면 정치

황교안-영남권 중진 회동 김무성 “중진 용퇴” 黃 “…” 부산일보 06면 정치

시의원 총선 출마, 한국당 ‘전전긍긍’ 부산일보 06면 정치

비박 겨냥 서병수 “통합 효과 없어 … 탄핵 주도자 백의종군을” 국제신문 03면 종합

선거법 선택 따라 부산 지역구 1~3곳 줄어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조국, 비공개 검찰 소환 첫 조사서 ‘진술거부권’ 국제신문 01면 종합

조국의 또다른 아킬레스건, 유재수 靑감찰 무마 의혹 국제신문 04면 사회

부산 문화

‘해수욕장 = 여름 휴가지’ 옛말 사계절 맞춤 관광 전략 짜야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해운대, 73일간 화려한 빛의 바다로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아세안 10개국 대표 음식, 부산에서 맛본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아세안 대표 맛집 부산에 총출동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최후통첩 캠페인 국제신문 08면 사회

지스타 

2019

‘지스타 2019’ 개막 부산일보 01면 종합

지스타 벡스코서 개막… 17일까지 국제신문 01면 종합

5G 클라우드 VR 게임 눈길… ‘보는 게임’ 전성시대 열렸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게임 마니아 전날 밤부터 대기줄 ‘배틀그라운드’ 부스 인기 

뜨거워
국제신문 14면 경제

넥슨-엔씨 빠진 ‘게임축제’… 펄어비스가 흥행몰이 동아일보 B04면 경제

‘게임의 바다’… 5G 클라우드 새 물결 서울신문 21면 경제

한국 최대 게임잔치, 주인공은 중국이었다 조선일보 B02면 종합

넷마블·펄어비스 신작 8종, 게임부스 3208개 … ‘겜덕’ 신났다 중앙일보 B03면 경제

게임쇼 지스타 개막 신작에 관람객 환호 스트리밍은 아쉬워 한국일보 21면 경제

‘보는 게임’ 대세 속 ‘5G 클라우드’ 새 트렌드로 서울경제 16면 IT

5G·블록체인 기술 체험열기…지스타가 보여준‘게임 새시대’ 헤럴드경제 12면 경제

11/18 부산 시정 부산 유엔기념공원 일대 ‘세계 평화의 숲’ 들어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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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비슷한 거점시설… 내쫓기는 마을활동가… 멀어지는 

도시재생
부산일보 08면 기획

“주민들 서로 도우며 머물고 싶은 동네 만드는 게 중요” 부산일보 08면 기획

이수현이 이어준 한일가교 ‘벌써 10년’ 국제신문 08면 사회

“韓日 웃으며 협력하는게 이수현이 꿈꾼 모습일 것” 조선일보 12면 사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자체 손 떼자?’ 부산시의원 발언 논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구급대원·해상택시 발목잡던 규제 확 푼다 매일경제 31면 사회

부산 경제

스마트 해양·AI… 부산 활력 회복 ‘7대 산업’이 답이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아시아 인증기관 교류의 장 열린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시, 올해 지역 2000명 취업 지원 성과 국제신문 16면 경제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 6300명 성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벤처 투자 불모지 부산, 자금·조직 갖춘 BNK가 나섰다 국제신문 17면 경제

집값 상승 해·수·동, 연말 청약 시장도 뜨겁다 국제신문 16면 경제

냉동창고 문 닫고 수산 일자리 급감 국제신문 01면 종합

물량 못채우자 냉동업계 덤핑 ‘제살깎기’ 국제신문 05면 종합

전세버스만 뜨면 ‘매물 싹쓸이’ 광풍 불어 국민일보 01면 종합

부산 남구 규제 완화 전부터 외지인 행렬, 부동산이 들썩였다 국민일보 06면 기획

부산서 국제당뇨연맹 총회 열린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내달 2~6일 국제당뇨총회 부산 의료비즈니스 세계화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 조선산업, 인니서 수출길 찾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 반드시 이뤄져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악화가 양화 구축?… 개혁은 간 데 없고 권력욕만 남은 국회 부산일보 03면 정치

김세연 “지도부도 총사퇴”에 황교안 “이기는 길로 가겠다” 부산일보 03면 정치

“이대로 가면 통합·쇄신 지지부진” 부산일보 03면 정치

PK 한국당 현역 물갈이, 일단 ‘무늬만 20%’ 넘겼다 부산일보 04면 정치

1보 후퇴로 ‘꽃길’ 열어젖힌 김세현 부산일보 04면 정치

‘모두 중진 잘못?’ PK 초·재선에게도 화살 부산일보 04면 정치

PK 출신 거물급들, 총선 중책 맡나 부산일보 04면 정치

무주공산 금정·진해… 한국당“후임 찾아라” vs 민주당“바닥 

다지자”
국제신문 03면 종합

“가정보육 지원금 올리는 라테파파법 도움될 것” 국제신문 25면 인물

檢, 前정권 ‘유재수 비리의혹’도 포착 문화일보 09면 사회

부산 문화 런웨이 선 60~80대 실버모델, 열정은 끝없이 ‘런’ 부산일보 06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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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아나며 미얀마 영화산업 성장 중 부산일보 19면 문화

“부산 독립운동사 기릴 기념공원 만들자”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박물관 내달 10~12일 ‘학부모 박물관 교실’ 개최 부산일보 19면 문화

벡스코 밖으로 나간 지스타… 214만 명 찾아 역대 최대 흥행 국제신문 16면 경제

넥슨 없어도… 中게임사·非게임사 ‘흥행몰이’ 아주경제 20면 IT

고종·순종의 초상화 모시는 행렬 ‘반차도’ 일반에 첫 공개 국제신문 20면 문화

“年수익 500만원 미만”… 미술계, 중견 작가를 구하라 조선일보 22면 문화

보름 더 먼저, 서면에서도 ‘반짝’ 파이낸셜 02면 종합

“특정일 정해 가동하는 등 운영의 묘 발휘해야” 경남도민일보 19면 문화

부마항쟁 구술자료집 발간 내일신문 21면 기획

한-아세안 

정상회담

“문 대통령, 10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 부산일보 05면 정치

文,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 갖는다 서울신문 06면 종합

아세안 10개국 정상 부산에 온다… 文, 경제협력 새 돌파구 매일경제 06면 정치

文 “고향에 아세안 귀한 손님 초대 기대” 세계일보 06면 정치

“韓·아세안 국가 청소년 교류 협력 확대” 아시아투데이 30면 인물

메콩강 다양한 생물자원 개발 화장품·바이오산업 새 파트너로 매일경제 06면 정치

보안 로봇·경호용 드론… 육해공 입체 경비 부산일보 10면 사회

아세안정상회의 보안모드 가동 순찰로봇 배치, 경호헬기도 

띄워
국제신문 02면 종합

아세안정상회의, 부산 알리기 한창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文 ‘韓·아세안회의’ 올인 “평화로운 미래 모색기회” 문화일보 04면 국방

“아세안, 한반도 평화여정 동행 믿어” 내일신문 03면 정치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념 부산서 ‘빛의 향연’ 펼쳐진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김세연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김세연 불출마… PK 중진 용퇴론 점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김세연 불출마 선언… “한국당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국제신문 01면 종합

‘젊은 보수’ 3선 의원의 무거운 자성… 인적 쇄신 ‘압박’ 국제신문 03면 종합

경자청 

조직개편

부산 경자청, 광역투자유치 중심 조직개편 서울경제 31B면 전국

경남도-부산시, 부산·진해경자청 조직개편 단행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부산진해경자청 부서 벽 허물기 첫발 경남도민일보 11면 경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오늘부터 조직개편 시행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진해경자청, 조직개편 개발·투자유치에 역량 집중 경남일보 02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PK 민주 의원 전원 “김해신공항 조속 검증”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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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PK 민주당, 오늘 이 총리에 신공항 조속 결론 건의 국제신문 04면 종합

여 PK의원, 이 총리에 ‘김해신공항안 조속검증’ 요청키로 경남도민신문 01면 종합

경부울 민주당 의원, 김해신공항 재검증 요청한다 경남신문 04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빠른 결론 내달라” 경남일보 03면 종합

북구 통행량 증가에 만덕중 탕학로 안전 비상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상구 창날공원, 범죄·노숙인 방지책 미흡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책임 추궁 몰린 국방부, 조사단 참여 요구 파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구 22년간 방치된 광안 지하벙커‥ 市 “별다른 활용 계획 없어”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구
영도 하리항 ‘해양관광어항’으로 재탄생 부산일보 02면 종합

지방어항으로 승격된 하리항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개발 파이낸셜 02면 종합

11/19

부산 시정

부산시 ‘새로운 도시재생’ 주민 의견 듣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급한 불부터” 행안부, 구평동 산사태 복구 26억 지원 부산일보 11면 사회

오거돈 시장 “향후 시정 핵심 의제 해결에만 집중” 부산일보 10면 사회

이성학 부산창조혁신센터장 취임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성학 신임 센터장 취임 부산일보 12면 경제

시청 앞 느티나무 이식 막아라! 부산 환경단체, 금줄 치고 시위 부산일보 11면 사회

BRT에 밀려나는 시청 앞 70살 느티나무 어찌하나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시, 관광·마이스 예산 ‘찔끔’ 늘렸다 부산일보 18면 교통

아세안 정상에 ‘시민의 종’ 선물 국제신문 02면 종합

정부, 구평동 산사태 복구에 26억 원 지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한약·침으로 생식기능 보강… 5년간 임신율 20% 국제신문 23면 건강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 불법 운영” 국제신문 05면 종합

차량 충격에 힘없이 뽑힌 ‘보도 위 말뚝’ 국제신문 06면 사회

의인 이수현씨 韓日 모임 10주년 아주경제 25면 사회

오거돈 부산시장, 이수현씨 추모 행사에 메시지 전달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시, 시내버스 안전기준 준수 점검 경남매일 07면 지역

수도권 집중화 대응 ‘동남권발전협의회’ 출범 경남신문 01면 종합

동남권발전협, 공동위원장 21명 선임 경남일보 02면 종합

육중완밴드, 부산시 홍보대사 문화일보 29면 인물

부산 경제

한국 스마트시티 아세안에 알린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공공공사 발주 2~3년간 늘어날 것” 부산일보 16면 경제

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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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노동시간 단축 훼손” vs “中企 숨통 틔우는 대책” 使 부산일보 05면 정책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3165개 사업장 적용… 중기 “환영” 노동계 “미봉책” 국제신문 03면 종합

동남아, 부산 관광객 유치전 ‘후끈’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컨테이너 농장’ 사업 더 키운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에 극지 체험공간 한 달간 열린다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우수 사업장 선정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해·수·동 규제 풀리자 부산 아파트 경매시장도 들썩 국제신문 02면 종합

엘시티 프리미엄만 최고 5억… 부산·일산 집값 고삐 풀렸다 서울신문 16면 전국

韓·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성과 한눈에
아시아투데이 23면 부

동산

세계 의료계 1만여명 내달 부산 찾는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웹케시·TCK 투자 유치 부산 신기술 경쟁력 확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남권 랜드마크 급부상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4차 산업혁명 중견기업 “부산에 통큰 투자”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정치

등 돌린 金 “당 회생 불능” vs 앞만 보는 黃 “총선 승리” 부산일보 03면 정치

PK 중진들, ‘당 쇄신’엔 긍정 ‘전원 불출마’엔 전전긍긍 부산일보 03면 정치

“공천 공정성 위해 여의도연구원장 유지” 부산일보 03면 정치

황교안 “가장 큰 혁신은 바로 공천” 부산일보 04면 정치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추가 의혹 특정업체 정책자금 운영 

독점에 관여
부산일보 06면 종합

유재수, 업체 관계자에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문자 동아일보 12면 사회

“무시당하던 한국 이젠 주역”… 한·아세안 외교 30년 말하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김세연 vs 친박계 정면 충돌 국제신문 01면 종합

김세연발 ‘불출마 바통’ PK 누가 받을까 국제신문 04면 정치

한국당 PK 원외 ‘김세연 결단’ 효과 확산 주력 국제신문 04면 정치

황교안 “빠르면 내달 공천심사위 구성” 국제신문 04면 정치

김해신공항 검증 해넘겨 PK與 총선 전략 ‘비상’ 국제신문 05면 종합

무한 표류 지역법안 ‘자동폐기’ 위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유재수 집 등 5곳 檢, 전격 압수수색 문화일보 10면 사회

부산 문화

여기저기 ‘반짝반짝’ 부산에 쏟아지는 빛무리 부산일보 18면 교통

부 산 독 립 영 화 제  2 1 일  막  올 려  개 막 작 은  비 프  호 평 

‘언더그라운드’
부산일보 22면 문화

“정신과 가 봐라”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 ‘갑질’ 못 참겠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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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박람회 지스타 화제는 中… 韓 한숨만 서울신문 21면 경제

‘2019 기장 국제야구 대축제’ 열전 돌입… 내달 1일까지 한국일보 15C면 부산

“아세안을 이해하자” 부산은 열공 파이낸셜 02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가급적 빨리’ 되풀이 신공항검증, ‘가급적’ 언제? 부산일보 06면 종합

동남권 관문공항 이슈 되살리기 총력 부산일보 06면 종합

이낙연 총리 “김해신공항 재검증 조속한 시일 내 해결” 경남신문 04면 종합

민주당 영남의원 “김해공항 확장안 문제 많다” 경남일보 02면 종합

부울경, 발등의 불 ‘신공항’ 내일신문 02면 정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더는 지연 안돼”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유치전

부산·경남·제주,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유치전 불붙어 국민일보 18B면 사회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부산으로 오세요” 서울경제 32면 전국

“도쿄올림픽 참가국, 전지훈련하러 부산으로 오이소”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강서구 생곡 ‘재활용품 대란’ 또 터질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래구 “동래구 문화사절로 일상의 활력과 보람 찾았어요” 국제신문 24면 인물

사하구 찾는 사람 줄고 입주업체 떠나는데, 20억 들여 지은 전망대 부산일보 11면 사회

영도구 영도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 해양관광 마을로 육성키로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11/20

부산 시정

부산 청년들 “市 청년 주거 지원 더 늘려야” 부산일보 02면 종합

시청역 앞 ‘느티나무’ 부산시청 곁 지킨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 도시재생 주민 참여를”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한·아세안정상회의 선물로 ‘에밀레종’ 웬말?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실 환경영향평가 제재수단 미습… 제2 대저대교 못막는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콜 중계 수수료 부당” 부산 대리운전 기사 파업 예고 국제신문 09면 사회

철도노조 오늘부터 파업… 동해선 운행 차질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공공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점검 서울경제 28B면 전국

부산 경제

부산 건설 민간 수주액 74.8% 급감 부산일보 04A면 종합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24일 착공 文대통령·아세안 10개국 정상 

참석
국제신문 01면 종합

블록체인 실생활 구현… 내년 여름 해운대서 체험한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조선기자재 업계 동남아 개척 닻 올려 국제신문 15면 경제

사상·진주 상평상단에 상상허브 조성 국제신문 02면 종합

해외로 뻗어가는 르노삼성 트위지 지역사회·중기와 상생모델 

만들어
국제신문 18면 자동차

부진경자구역 첨단물류센터 내달 준공 국제신문 15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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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유스호스텔 난개발 신호탄 되나 국제신문 08면 사회

3분기 부산경제 ‘악’ 소리… 고용률 57% 전국 최저 국제신문 14면 경제

“홈퍼니싱 즐거움 알려 행복한 집 꾸미기 도움줄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아세안 교역액 40억불 日 추월… 부산 관광시장 新블루오션 국제신문 06면 국방

“이론과 실무 겸비한 해양금융 전문가 길러내겠다”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북항 2단계 개발 ‘속도’… 내년 4월 협상대상자 선정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BPA, 신항 배후단지 노동자 숙소 내년 입주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스마트시티’로 연결되는 한·아세안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총성 없는 총선 전쟁… 네 편 내 편 안 가리는 ‘정글’ 지역구 

기장
부산일보 06면 정치

같은 불출마지만 대비되는 父子 부산일보 06면 정치

총선에 靑 출신 쏟아진다는데 PK만 ‘썰렁’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시청 세 번째 압색에 허탈한 관가 부산일보 01A면 종합

부산관련 예산 삭감을 막아라 여야, 예결위원장에 읍소작전 국제신문 04면 종합

대구 초선 곽상도 가세… 한국당 불출마 바람 탈까 국제신문 05면 종합

김병준 “험지 출마”… PK 올드보이 총선행보 고민되네 국제신문 05면 종합

시, 사표 내도 수리 안 해 “제 식구 감싸기” 경향신문 13면 전국

남부내륙철도·새만금신공항 순항…4·3특별법·김해신공항 

난항
서울신문 14면 전국

“수도권 뛰어넘는 광역연합체 만들자” 중앙일보 20C면 영남

부산 문화

찬란했던 미얀마 불교미술의 베일이 벗겨지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미얀마 불교미술전 한국일보 20C면 부산

부산시향, 3년 만에 슈트라우스 교향시 전곡 연주 ‘완성’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문화회관 대표 갑질, 철저한 조사를” 부산일보 02면 종합

“갑질·폭언 이용관 문화회관 대표, 부산시가 감사하라” 국제신문 08면 사회

“아세안 주류 상업영화 소개… 새 흐름 주도할 신작 만나 

보세요”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독립영화제 개막작 ‘언더그라운드’… 지하철 노동자 고충 

고려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시,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본격 유치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유재수 

비위 사태

檢, 유재수 부시장 관사 등 5곳 압수수색 국제신문 02A면 종합

檢, 유재수 자택 등 5곳 또 압수수색 국민일보 14면 사회

檢 “유재수 억대 수뢰 정황”…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동아일보 12면 사회

檢, 애주사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서울신문 10면 사회

유재수 자택·부시장실·업체 등 5곳 압수수색 세계일보 1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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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집·사무실 등 5곳 압수수색 조선일보 12면 사회

유재수 자택 압수수색… 검찰 칼끝 청와대 윗선 향한다 중앙일보 02면 종합

檢 ‘靑 감찰 무마’ 유재수 부시장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한국일보 12면 사회

檢, 유재수 집 등 압수수색 매일경제 31면 사회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24면 사회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관련 檢, 유재수 전 부시장 압수수색 서울경제 26면 사회

檢, 유재수 부산부시장 자택 등 압수수색 아주경제 21면 사회

검찰, 유재수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내일신문 20면 기획

부산 오페라

하우스

‘공연장 역할 충실’ 오페라하우스 재추진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오페라하우스 4개월만에 공사 재개 국제신문 19면 문화

부산 오페라하우스 설계 재검증 ‘마무리’ 한국일보 20C면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공사 4개월만 재개… 설계 재검증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오페라하우스 설계 재검증 마무리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아동의 날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은 ‘부산 아동의 날’…전국 첫 지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 전국 최초 ‘아동의 날’ 지정 한국일보 20C면 부산

부산시 “童心 보호해요” ‘아동의 날’ 전국 첫 지정 서울경제 28B면 전국

부산 “11월 셋째주 수요일은 아동의 날”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전국 첫 ‘아동의 날’ 지정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아동의 날’ 지정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사하구 오늘 ‘부네치아’에 노을 보러 갈까 한국경제 34A면 지역

서구 ‘산복도로 테라스 임대주택’ 덩치 키워 뉴딜 재도전 부산일보 11면 사회

11/21

부산 시정

‘부산 세일즈 절호의 기회’ 오거돈, 아세안 정상 만나 실리 

챙긴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아영이가 켜게 한 ‘신생아실 CCTV’ 부산일보 01면 종합

신생아실 내 CCTV 의무화 추진 국제신문 08면 사회

미세먼지 저감 위해 도시숲 확대 부산 50만 그루 이상 나무 

심는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다복동’ 종사자 77명 전원 경력 인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상습 고액 체납자 이름·주소·나이 공개 부산일보 06면 종합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부산 신규 체납자 551명 국제신문 09면 사회

올겨울 희망 나눔 온도탑 제막 국제신문 01면 종합

대기오염 1·2위 학장·장림 미세먼지 핀셋 예산은 ‘0’ 국제신문 01면 종합

1672억 써도 서부산 대기는 ‘나쁨’… 시, 친환경차 보급 치중 국제신문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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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대기환경청 설치 절실” 국제신문 03면 종합

세계 상위1% 연구자 부산엔 1명뿐… “정부 지원 일부에 편중” 국제신문 02면 종합

원전 해체산업 지지부진에… 업계 “실증사업부터 하자” 국제신문 14면 경제

‘2020 나눔캠페인’ 대장정 돌입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 경제

“부산車 사이소” 르노삼성, 공무원 할인이벤트 부산일보 14면 경제

1대, 2대… 100대, 르노삼성 살리기 확실히 보여준 부산 

공무원
파이낸셜 02면 종합

디지털 혁신 속 한·중 금융미래 함께 열자 부산일보 15면 경제

강서·기장 출퇴근 청춘 드림카로 하세요 부산일보 15면 경제

관광·상업 시설 덜 지은 엘시티, 입주 예정대로 진행될까?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청년 창업자가 일하며 머물 거주센터 건립 목표”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시 인증 우수식품 맛볼까 우동곤약 등 21개 제품 선정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시, 찰보리떡·양갱·전병 등 우수식품 13개 선정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시, 해조류 혁신 산업화 심포지엄 서울경제 32B면 전국

‘도심 속 공공공간을 혁신하라’… 부산공간포럼 21일 개최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부산시 국비 확보 총력전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산 국비 7조 시대 열자” 국회서 허리 굽힌 오거돈 국제신문 04면 종합

김세연이 쏘아 올린 쇄신론, 한국당 최대 갈등 ‘뇌관’ 되나 부산일보 04면 정치

민주 “인재영입 총력” 한국 “타깃 공천”… 양산서 전면전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부산의원들 노골적 퇴진 거부… 강제 물갈이 가능성 국제신문 04면 종합

“과감한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처 미국도 북한도 발상의 

전환해야”
한겨레 01면 종합

“경제부흥 원하는 김정은, 제재 안풀면 핵협상 안할 것” 한겨레 05면 국방

부산 문화

부산미협 이사장 선거 최장락·박태원 2파전 국제신문 24면 문화

국내 게임업체 위기감 속 해외 업체 잔치… 관람객은 역대 

최다
경향신문 20면 게임

제21회 부산독립영화제 25일까지 영화의전당 경남매일 08면 문화

한·아세안 

정상회담

아세안 국가에 ‘평화의 종’ 울리길 부산일보 11면 사회

“6억 5000만 거대 시장 아세안을 잡아라) 부산일보 14면 경제

한·아세안 스타트업 글로벌 투자자 모인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한국음악, ‘한·아세안정상회의’ 띄운다 부산일보 18면 문화

부드러운 돼지속살이 입에 착! 부산서 만나는 아세안의 맛 국제신문 20면 건강

경제 분야 치중됐던 교류, ICT·환경·바이오까지 협력 확대 국제신문 06면 국방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등 정상회의 후속사업 준비 박차 국제신문 06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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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성장 가능성 무한… 공동발전의 길 찾자” 세계일보 01면 종합

靑 “한·아세안 상생·번영 ‘공동비전’ 채택 예정” 세계일보 04면 경제

한·아세안 공동비전 채택… 각국 기업인 500명 집결 아시아투데이 03면 국방

부산, 한·亞 정상회의 기간 ‘자율 차량2부제’ 한국일보 15C면 부산

아세안 정상들에 부산 ‘평화의 종’ 선물한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한·아세안 정상화의 기간 차량 통제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문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화의 ‘총력전’ 내일신문 03면 정치

한-아세안 

패션위크

부산-아세안 패션 교류의 장 열린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한·아세안 패션도 부산에 모인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서 아세안 10개국 패션교류의 場 열린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아세안 10개국 패션 교류… ‘한·아세안 패션위크’ 개막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초미세먼지

바닷바람 타고 온 부산항 황산화물, 초미세먼지 주범이었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2030년 서울, 초미세먼지로 사망하는 고령자 연 2000명” 부산일보 03면 종합

韓 초미세먼지 32%는 중국발… 국내 발생 51% 국제신문 03면 종합

철도파업

KTX 29편 운행 중지, 시민들 발 동동 부산일보 02면 종합

“KTX표 취소될까 봐 SRT 예매했어요”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발 KTX 운행 71% 그쳐… 서울행 수험생 수송 비상 국제신문 08면 사회

철도 파업 참가율 23%… 3년 전의 절반 수준 조선일보 12면 사회

KTX 31% 스톱… 논술·면접 수험생 발동동 매일경제 29면 사회

철도 파업에 경남·부산역도 ‘혼란’ 경남신문 05면 사회

유재수 

비위 수사

유재수, 업체서 강남 오피스텔 받아 사용 정황 동아일보 12면 사회

유재수 최소 3000만원 수뢰혐의… “조국, 정경심보다 아플 

것”
중앙일보 12면 종합

檢, ‘靑 특별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소환 문화일보 01면 종합

유재수·조국 같은날 부른 檢… ‘靑 감찰무마’ 윗선 본격 조준 문화일보 06면 종합

‘뇌물 수수’ 연루 인사, 유재수 금융위 재직당시 정책자문위원 

위촉
문화일보 06면 종합

서구 ‘특혜 논란’ 송도해상케이블카 수익금 협상 다시 한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연제구 15년간 이웃 도왔지만… 구청사 무단사용에 선행 퇴색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송정 서핑 메카로 키운다면서 안전 대책 마련 않는 해운대구 국제신문 08A면 사회

11/22

부산 시정

반려견도 뛰노는 ‘시민공원 풍경’ 보인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업·공공기관 손잡고 ‘나눔 1004 기부 릴레이’ 이어가요” 부산일보 28면 인물

펜스도 없이 도로와 뒤섞인 BRT 공사장 ‘아찔’ 부산일보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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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후 승강기 ‘불안한 일상’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운대 낙하산 활강 외국인에 벌금형 국제신문 08면 사회

“‘폭언’ 부산신보 이사장 사표 수리하라”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 도시재생사업 현장 찾은 이낙연 총리 서울신문 14면 정책

부산 경제

“세계시장서 활로를” 부산시, 지역건설사 해외 진출 전방위 

지원
부산일보 17면 경제

부산 아파트값 ‘연일 급상승’… 배후는 서울 큰손들 ‘싹쓸이’? 부산일보 02면 종합

“세수효과 4847억 원” vs “주차·교통대란 걱정” 엘시티 명암 부산일보 02면 종합

“내홍 추슬러 수산물 유통 중심으로 거듭” 국제신문 26면 인물

“역사에 문화 불어넣는 항만 재생, 지역경제도 생기 되찾아” 한겨레 08면 국방

부산서 오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포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바이오헬스, 부산 미래 먹거리로 육성”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진경자청, 입주기업 소통의 장 열려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 정치

사실상 현역 의원 ‘절반 물갈이’ 여야, 쇄신 경쟁 불붙었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 2명·경남 3~4명·울산 1명 공천배제 피하기 힘들듯 국제신문 05면 정치

이 총리, 총선 앞두고 배재정 챙기기? 국제신문 06면 종합

조국, 또 ‘묵비권 전술’… 신병확보 고심하는 검찰 한국경제 28면 사회

부산 문화

현대미술과 함게 숨쉬는 오백나한상 부산일보 23면 문화

다양한 맛과 조리방식 살린 ‘지역 음식’을 부산 너머로! 부산일보 08면 기획

배우 강동원 ‘먹방’ 효과! 美 LA 현지인 입맛 사로잡았다 부산일보 08면 기획

“부마항쟁 기념관 어디에 짓든 민주사 교육 이끌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보는 재미 초점 부산 ‘지스타’ 흥행 몰이 국민일보 27면 게임

‘지스타’ 역대 최다 24만명 발길 아시아투데이 19면 산업

아·태 장애청소년들 부산서 만난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담

부산 무대로 펼쳐지는 아세안 정상외교 축제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다시 ‘점프 업’ 할 기회 “치밀한 전략 필요하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행사 개최지 부산인데 부대행사는 서울서 개최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서만 두 번째 정상회의, 명실상부 한-아세안 중심 도시 부산일보 05면 종합

김정은 불참, 북한개발은행 계획 ‘빨간불’ 부산일보 05면 종합

아세안 10개국 정상+짐 로저스·싸이도 ‘부산행’ 부산일보 05면 종합

아세안에 우리 수산·양식기술 선보인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축제같은 행사로”… 내일부터 정상들 속속 입국 국제신문 01면 종합

넷플릭스 CEO·방탄소년단 키운 방시혁 등 부산 집결 국제신문 03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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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부산특위·무역사무소 만들자” 국제신문 03면 국방

아웅 산 수지·훈센 총리 부산외대 찾는 이유는 국제신문 03면 국방

인구 2억의 성장 잠재력… ‘메콩강의 기적’ 한국이 돕는다 국제신문 02면 국방

아세안 10개국 모두 남북한 수교 “신남방-신북방 만나는 

부산”
국제신문 02면 국방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한·메콩 회의, 496억원 생산유발 국민일보 14B면 사회

지금 부산에선 ‘한-아세안 물결’이 넘실 동아일보 16D면 부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축제의 장 만들겠다” 아시아투데이 26면 지역

‘아세안 퍼스트’ 신남방정책 2.0 레벨업 머니투데이 01면 종합

각국 정상·CEO 한자리에… 신남방정책 큰틀 짠다 머니투데이 04면 국방

‘기회의 땅’ 미얀마 진출 설명회 파이낸셜 02면 종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24일 남해고속도 일부통제 경남신문 02면 종합

‘한·아세안’ D-3… 부산시·지역사회, 손님맞이 분주 문화일보 12면 전국

文대통령, 내주 정상회의 강행군 문화일보 02면 국방

부산 기업 

아세안 투자

의향

부산 기업 40% “아세안 투자 의향 있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수출기업 10곳 중 4곳 “아세안 투자·진출 원해”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기업 40% “아세안 투자 의향”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기업 42% “아세안 진출 원해”… 부족한 인프라는 걱정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기업 42% “아세안 투자·진출 고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유재수 

검찰 수사

조국·유재수 동시에 검찰 조사 ‘靑 감찰 무마 의혹’ 증거 캐나 부산일보 03면 종합

조국과 같은 날 소환된 유재수… 부산시 뒤늦게 직권면직 국제신문 04면 종합

‘뇌물수수’ 유재수 검, 피의자로 조사 경향신문 10면 사회

검찰, 유재수 소환 조사… 칼끝 조국으로 향하나 국민일보 12A면 사회

현직으로 출석했다 전직으로 귀가한 유재수 동아일보 05면 종합

檢, 유재수·조국 동시 소환 ‘감찰 무마’ 靑 윗선 향하나 서울신문 11면 사회

檢, 조국·유재수 동시 소환… 靑 감찰 무마 ‘윗선’ 찾을까 세계일보 08면 사회

조국과 일한 특감반원 셋 “유재수 비리 상부 보고” 중앙일보 01면 종합

뇌물 혐의 유재수 부산부시장 검찰 출석 한겨레 10면 사회

유재수 수뢰 혐의 부인…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 문화일보 08면 사회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구

영도·사상,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지구로 부산일보 16면 경제

청학·삼락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 선정 국제신문 15면 경제

영도 청학·사상 삼락 일자리창출 공간 탄생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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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남구청, 넘치는 ‘트램 홍보’ 열정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진구

복지관 ‘위수탁 잔혹사’ 막을 조례 나온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LG사이언스홀은 지역 자산”…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폐관 

재고’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진구청장 ‘LG사이언스홀 폐관 철회’ 서한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하구 강동균 씨 ‘다대포 노을 풍경’ 사하 관광사진 공모전 대상 국제신문 09면 사회

연제구 공간 확보도 안하고 만화도서관 추진했다 무산 우려 국제신문 08면 사회

중구 직 상실 위기 윤종서 중구청장, 재판 지연 꼼수 부리나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 ‘관광기념품 1호’ 이번엔 반드시! 부산일보 11면 사회

11/22 ‘한·아세안’D-3…부산시·지역사회, 손님맞이 분주 문화일보 12면 전국

文대통령, 내주 정상회의 강행군 문화일보 02면 국방

유재수 수뢰 혐의 부인…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 문화일보 08면 사회

“바이오헬스, 부산 미래 먹거리로 육성”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기업 42% “아세안 투자·진출 고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11/25

부산 시정

부산형 해양자치권 확보 위한 ‘동력’ 모은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공공건축 설계공모사업 보세요” 부산시 심사과정 SNS 생중계 부산일보 17면 경제

발전소 잡을 뻔한 지하수를 미세먼지 잡는 소중한 물로 부산일보 11면 사회

미세먼지 ‘주범’ 부산항 실태 드러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시설공단 임직원, 주거개선·연탄배달 봉사 부산일보 25A면 인물

부산김해경전철 ‘올 스톱’됐는데 원인은 오리무중 부산일보 10면 사회

‘신호 이상’ 전 구간 멈춰선 부산김해경전철 경남매일 04면 사회

SNS로 문신 예약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덜미’ 부산일보 11면 사회

“누군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역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죠” 부산일보 25A면 인물

부산해상케이블카 검토 재개 “찬반논쟁 여전… 공론화 필수”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킬러 콘텐츠 요구 거세 “통영·목포처럼 주민투표 하자” 국제신문 08면 사회

“교각 절반으로 줄여 환경훼손 최소화… 새 교통수단 활용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관광公 애물단지 아르피나, 도시公 품으로 돌아가나 국제신문 17면 경제

“음주운전 참극 다신 없기를” 해운대 주민 희생자 추모식 국제신문 09면 사회

낙동강 민관 공동 생태조사, 교량건설 면죄부 될라 국제신문 09면 사회

‘욕설 파문’ 부산신보 이사장 사표 수리 안 됐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철도파업 첫 주말… 운행률 79% 그쳐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경제 어묵 이어 中·日 공략하는 ‘부산발 한류 식품’ 낙동김 부산일보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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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전 사자”에 10월 부산 주택거래 ‘쑥’ 부산일보 16면 경제

강서·기장 청년근로자 내년도 전기차 지원 국제신문 17면 경제

SKT, 오륙도 해파랑길 5G VR 관광홍보관 개소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 정치

북항재개발·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막았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경남 내년 예산 줄줄이 감액 위기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내년 총선 ‘33% 컷오프’에 떨고 있는 PK 의원들 부산일보 05면 정치

‘황 단식 5일째’ 원외는 ‘응원’ 원내는 ‘거리두기’ 부산일보 05면 정치

경남 양산 PK 총선 ‘핫 플레이스’ 급부상 부산일보 06면 정치

‘험지’ 동래·금정 공략… 민주당 ‘부산 도심벨트’ 다시 짠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정의당 부산시당 조직 정비 선거제 개편·총선 대비 포석 국제신문 06면 정치

한국당 영남·강남·중진·망언자 “나 떨고 있니”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학예연구사가 되고 싶다고? 부산박물관 멘토링 받아봐! 부산일보 19면 문화

올해도 최다 관람객 경신… 넷마블·펄어비스가 ‘흥행 대박’ 

견인
국민일보 19면 IT

친환경 

관공선 국내 

최초 도입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친환경 관공선 도입 서울경제 31A면 전국

부산 취수장에 국내 첫 친환경 전기추진선 도입 파이낸셜 02면 종합

낙동강 수질·환경 관리…친환경 관공선 국내 첫 도입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유재수 감찰

무마 논란

유재수 신병처리 檢, 수위 저울질 국제신문 09면 사회

“금융위, 민주당 요청으로 ‘유재수 국회 영전’ 추천했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유재수 의혹’ 당시 靑특감반장-반원들 조사 국제신문 01면 종합

“유재수 비리 뜰채로 건졌는데 무마” 靑특감반 내부서 불만 

나와
국제신문 10면 사회

“금융위 감독업체 10여곳, 유재수 저서 수백권씩 구매” 국제신문 10면 사회

檢 ‘유재수 감찰 보고서’ 묵살 경위 본격 수사… 靑 향하는 칼날 한국일보 13면 사회

檢 ‘유재수 의혹’ 최종구·김용범 곧 소환... 다음 타깃은 靑? 문화일보 09면 사회

“조국수사 별게 없어, 유재수건 별건수사” 내일신문 21면 기획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 ‘조국 수사’ 새 변수로 등장 헤럴드경제 10면 사회

한-아세안 

정상회담

한·아세안 정상들, 에코델타시티 첫 삽 함께 뜨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기업, ‘아세안 수출路’ 이으려면 국가별 전략 필수 부산일보 03면 국방

“부산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부산일보 03면 국방

‘신남방정책 2.0’ 본격화할 공동성명이 최대 관전 포인트 부산일보 04면 국방

상생·번영 ‘비즈 엑스포’ 눈길 부산일보 04면 국방

“현지 진출 기업인이 협력 주체” 부산일보 04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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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일 자율 차량 2부제 ‘교통 통제’ 부산일보 01면 종합

하필 이 시기에… 문 닫힌 아세안문화원 부산일보 03면 국방

철도노조 시위 예고에 벡스코 앞 ‘초긴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예고된 파업에 예고된 불편… 한산한 역 보며 속타는 고객 부산일보 11면 사회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 위해 더 노력할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4대 교역국 베트남에 ‘부산 세일즈’ 국제신문 01면 종합

6100억 전용기 몰고온 국왕, 北 대박론 펼치는 짐 로저스 국제신문 02면 국방

오 시장 ‘부산 알리기’ 광폭행보 펼친다 국제신문 02면 국방

캄보디아 등 5개국과 개발협력 강화 국제신문 02면 국방

한국인·이주 노동자, 싸이·보아·누푹틴 노래로 ‘한마음’ 국제신문 02면 국방

문 대통령 “에코델타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담았다” 국제신문 03면 국방

아세안 진출 향토기업, 까다로운 통관·인력이탈 해결 기대 국제신문 03면 국방

부산힐튼호텔, 정상 만찬메뉴 극비 준비 국제신문 03면 국방

한·아세안 정상회의 오늘 부산서 개막… ‘신남방정책’ 외교전 경향신문 06면 정치

문 대통령 ‘신남방정책’ 속도낸다 국민일보 04면 종합

‘신남방외교’ 文대통령 아세안에 경제 세일즈 동아일보 01면 종합

文대통령, 9개국 정상과 릴레이회담 동아일보 05면 국방

한국 ‘스마트시티’ 노하우, 아세안에 수출한다 동아일보 05면 국방

文, 아세안 9개국 정상회담...경제영토 확장 ‘신남방 2.0’ 

본격화
서울신문 05면 종합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일즈...新남방정책 본격 드라이브 세계일보 04면 국방

“아세안 맛·음악에 푹… 한층 가까워졌어요” 세계일보 04면 국방

‘신남방 2.0’ 새 성장엔진 시동 아시아투데이 01면 종합

“韓스마트시티에 깊은 관심”… 아세안 협력 새플랫폼 부상 아시아투데이 03면 국방

오늘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서 개막 조선일보 01면 종합

文대통령, 28일까지 9개국 정상들과 회담 조선일보 08면 국방

문 대통령,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연쇄회담 중앙일보 10면 종합

오늘부터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겨레 06면 종합

文대통령, 부산 3박4일 ‘아세안 외교’ 스타트 한국일보 01면 종합

오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 한국일보 01면 종합

부산행 文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스마트시티 협력 머리 맞대 한국일보 05면 국방

부산 국가 미래도시 조성 본격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오늘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부산, ‘관문도시’ 발돋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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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국 정상·기업인 등 1만명 방문… 허브도시 ‘각인’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관광·비즈니스 산업 집중 홍보… 아세안 사로잡는 부산 매력 리더스경제 15면 종합

아세안국가, 부산 핵심 산업 시찰 리더스경제 15면 종합

文, 아세안 정상외교 ‘시동’ 싱가포르와 하늘길 제한없애 매일경제 08면 정치

국내 첫 스마트시티 ‘부산에코델타’ 착공 매일경제 30면 전국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 머니투데이 01면 종합

文, 신남방 세일즈...스마트시티로 포문 서울경제 01면 종합

인프라서 에너지·방산까지 협력 강화…신남방 ‘업그레이드’ 서울경제 06면 정치

“아세안 진출 기업, 통관 절차 애로” 서울경제 31면 전국

문대통령, ‘新남방 외교전 2.0’ 시작 아주경제 05면 종합

“세계에 부산 알려라” 뜨거운 장외 홍보전 파이낸셜 01면 종합

文대통령 ‘아세안 정상 외교’ 시동 파이낸셜 06면 정치

부산에 집결한 아세안 頂上들 한국경제 01면 종합

文대통령 ‘스마트시티’ 직접 세일즈 한국경제 05면 국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늘 부산서 개막 경남신문 02면 종합

文대통령, 한·아세안 일정 본격 시작 경남일보 03면 종합

文대통령 “한·아세안,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일보 04면 외교

부산, ‘한·아세안 허브도시’ 도약 문화일보 12면 전국

‘한·아세안 CEO서밋’도 개최…기업인 700여명 참석 문화일보 04면 외교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 개막 문화일보 21면 경제

“한·아세안,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내일신문 01면 종합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작 내일신문 02면 정치

아세안정상 상대로 해양수산 마케팅 내일신문 14면 산업

‘상생번영’ 다양한 경제행사 열려 내일신문 14면 산업

한·아세안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내일신문 14면 산업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내일신문 14면 산업

“아세안은 영원한 친구·운명공동체” 헤럴드경제 01면 종합

한·아세안 회의 ‘부산 투자유치’ 디딤돌로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장관급 협의체 본궤도 헤럴드경제 02면 종합

“아세안國 새로운 가치사슬 구축…ICT 결합 디지털 협력 

방점”
헤럴드경제 03면 외교

文대통령, 사흘간 숨가쁜 ‘신남방 외교전’ 헤럴드경제 03면 외교

한·아세안 기업인 700명, 상생번영 지혜 모은다 헤럴드경제 03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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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도 개막 헤럴드경제 13면 경제

“정상들 서명 받아달라” 했다가 취소소동 헤럴드경제 04면 외교

11/26

부산 시정

해운대 교통지옥 만든 대책없는 교통 대책 부산일보 12면 사회

환경평가 날조 논란 대저대교 시-환경단체 간담회도 무산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김해경전철 사고 원인 운행 관리 프로그램 오류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네 강수량 예측… 미세먼지·추위 차단하는 버스정류장 국제신문 03면 국방

부산 보행 안전시설물 전수 조사한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창업촉진지구에 청년 많은 대연·용당도 지정해달라” 국제신문 08면 사회

재정 나쁘다면서… 고액강사 초청엔 펑펑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양수산 기관장에 또 ‘낙하산’ 투입되나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시 도시계획, 성장보다 수용력으로 재설계해야”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디캠프 스타트업 데모데이 ‘디데이’ 부산서 처음 개최 부산일보 17면 경제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 ‘디데이 인 부산’ 첫 개최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501만 명 앓는 ‘국민병’ 당뇨… 차세대 약품·관리기기 총출동 국제신문 22면 건강

당뇨 치료·예방 산업 한눈에 본다 경향신문 14면 전국

폐가 개조한 ‘텃밭학교’서 농가소득 쑥쑥 키워요 국제신문 13면 경제

가 사 노 동 ↓  건 강 수 명 ↑  …  공 간 마 다  차 별 화 된  부 산 

스마트빌리지
리더스경제 11면 종합

한국 금융의 역사 한눈에 부산국제금융단지 … 생생한 

경제교육장
한국경제 C05면 부산

부산, 핀테크 유니콘 요람으로 한국경제 C05면 부산

부산의 미래 먹거리는 블록체인 한국경제 C05면 부산

“벡스코 제3 전시장 건립 추진 부산서 블록체인·AI 행사 열 것” 한국경제 C07면 부산

부산시, 스타트업 축제 내일 ‘디데이 인 부산’ 한국경제 31A면 지역

부산 정치

부산 초청 거절한 김정은, 해안포 사격 지도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항 제2신항 ‘진해신항’으로 부산일보 14면 사회

김세연 불출마로 ‘무주공산’ 부산 금정, 총선 판도 요동 부산일보 08면 정치

여권, PK 인재 영입 ‘깜짝 카드’ 누구?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실자료 여전… 시와 시의회 불통도 여전” 부산일보 08면 정치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경제사령탑 오르면서 ‘정점’ 찍은 유재수, 비리 의혹에 

‘몰락’ 
부산일보 03면 종합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오늘 국회정책토론회 부산일보 16면 농수축산

전·현 기초단체장 4, 5명 총선 출마설 국제신문 06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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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출판기념회 보면 총선 대비 전략 보인다 국제신문 06면 종합

檢,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 청구 국제신문 08면 사회

檢 ‘유재수 수사’ 민주당·부산시로 확대될 듯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문화 부산문학 1980년대 역사가 사라진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안 재검증 본격화 총리실 위원명단 지자체 전달 국제신문 02면 종합

“가덕新공항이 부산 글로벌화의 핵심 … 동북아 해양수도 미래 

달렸다”
한국경제 C02면 부산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발붙일 곳은 하늘뿐인가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운대구 해운대구 ‘음주사고 방지’ 조례 추진 부산일보 11면 사회

대리운전

노조 전국 

최초 파업

“13시간 뼈빠지게 일해도 쥐는 건 몇 만 원”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대리운전기사 권익보호 조례 제정 움직임 국제신문 09면 사회

대리운전노조, 부산서 전국 첫 파업 경향신문 11면 사회

한-아세안 

정상회담

베트남·라오스, 북항서 미래 먹거리 찾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감천문화마을로 대학으로… 정상들 부산 탐방 ‘맞춤’ 행보 부산일보 04면 국방

곳곳에서 드러난 문 대통령 ‘고향 사랑’ 부산일보 04면 국방

“얼굴만 내밀면 끝, 행사장 출입증 필요없어요” 부산일보 04면 국방

짐 로저스 “한국 가장 극적인 변화 일어나는 곳 될 것” 부산일보 05면 국방

부산 패션산업 진출 상시 채널 마련 부산일보 05면 국방

신남방 지역과 자유무역협정 탄력 받았다 부산일보 05면 국방

“부산-아세안 新실크로드 열자” 국제신문 01면 종합

韓·인니 CEPA 최종 타결… 신남방 양자협의 첫 결실 국제신문 03면 국방

철마 한우갈비·김해쌀… 건배주는 하동 솔송주 국제신문 03면 국방

방시혁 “사람에 투자” 헤이스팅스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봐” 국제신문 04면 국방

“한국 배우자”… 부산지역 산업시찰 투어 인기 국제신문 04면 국방

베트남·라오스 정상, 부산항 방문… 항만 협력 모색 국제신문 04면 국방

짐 로저스 “통일 한국, 세계서 가장 흥미진진한 곳 될 것” 국제신문 05면 국방

한·아세안 장관급 스마트시티 협의체 만든다 국제신문 05면 국방

아웅 산 수지 “국민·정부 손잡는 게 민주주의” 국제신문 05면 국방

금융 블루오션 아세안… 韓 핀테크도 본격 공략 국제신문 14면 금융

입장 비표 수령에 2시간… 운영미숙 원성 국제신문 05면 국방

“아세안은 운명 공동체,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성장”
경향신문 05면 종합

아세안 3국과 국방협력·교역 확대… ‘신남방정책’ 가속도 국민일보 05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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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운명공동체” 동아일보 01면 종합

文대통령, 아세안 진출 국내기업 일일이 언급하며 “협력 확대” 동아일보 04면 국방

韓-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본격 시동 동아일보 B03면 경제

文대통령 “한-아세안, 하나의 공동체 향해 같은 꿈 꾸고 있어” 서울신문 05면 국방

각국 정상들, 첨단 보안칩 내장 ‘전자 주민증·여권’ 이목 집중 서울신문 14면 정책

文대통령 “아세안은 한국과 운명공동체” 세계일보 01면 종합

“산업혁신기구 설립… 기술협력 체계적 대응” 세계일보 04면 국방

文대통령 “아세안의 꿈이 한국의 꿈...협력분야 긴밀 연결” 세계일보 05면 국방

아세안 스타트업·유니콘 기업인 한자리에 세계일보 17면 경제

文대통령 “아세안은 성장 공동체” 아시아투데이 03면 국방

文대통령 “소중한 친구, 조코위대통령” 조선일보 06면 국방

조코위, 문 대통령에게 “존경하는 형님”… 양국 CEPA 타결 중앙일보 06면 종합

문 대통령 “한국, 젊은 아세안에 믿을만한 최적 파트너” 한겨레 06면 국방

文대통령, 태국·인니·필리핀 정상과 연쇄회담 ‘세일즈 외교’ 한국일보 06면 국방

만찬장 에밀레종에 ‘아세안 국기’ 5G로 구현 한국일보 06면 국방

文대통령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 한·아세안 운명 공동체”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베트남·라오스 항만 개발 참여 확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吳시장, 아세안 국가와 문화·경제 ‘도시외교전’ 분주 리더스경제 02면 종합

아세안과 함께한 부산 패션… 발전 가능성 확인 리더스경제 02면 종합

르노삼성차, 아세안 국가에 ‘트위지’ 선보인다 리더스경제 02면 종합

KAI 시찰 “韓항공기 신뢰”…감천마을 찾아 “부산의 마추픽추” 매일경제 06면 국방

아세안 기업인·공무원도 “한국 배우자” 매일경제 06면 국방

한국의 자본·인재, 아세안 유니콘 키운다 매일경제 18면 기업

文 “FTA 확대, 새 상생질서 만들자” 머니투데이 01면 종합

명소에 반하고, KTX 기술에 놀랐다 머니투데이 05면 국방

文 “아세안은 공동체”…포문 연 신남방정책 2.0 파이낸셜 01면 종합

오거돈 시장, 아세안 정상들에 ‘부산 세일즈’ 파이낸셜 01면 종합

文 “젊은 아세안에 韓은 최적 파트너” 서울경제 01면 종합

“아세안은 스타트업 천국…韓기업 관심을” 서울경제 04면 국방

르노삼성, 한·아세안 회의서 트위지 선봬 서울경제 13면 산업

“한국·아세안, 함께 성장하는 운명공동체” 아주경제 01면 종합

문 대통령, 아세안 경제 세일즈… 한·인니 CEPA 첫 결실 아주경제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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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진출 노리는 스타트업 대표들 多 모였다 아주경제 04면 종합

文대통령 “한국과 아세안은 운명공동체” 한국경제 01면 종합

韓·아세안 대표 경제인 700여명 집결 … “RCEP 조속히 

발효해야”
한국경제 04면 국방

亞 10개국 정상 한자리에 부산, 新남방정책 이끈다 한국경제 C01면 부산

부산을 아시아 중심도시로 … 영화·해양·ICT·항공 교류 확 

늘린다
한국경제 C02면 부산

문 대통령 “아세안은 운명공동체, 최적의 파트너”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10개국 협력 강화로 경제공동체 가속 
경남도민일보 03면 국

방

`동행, 평화와 번영` 한ᆞ아 특별정상회의 경남매일 03면 종합

오거돈, 아세안 국가에 부산 알리기 “바쁘다 바빠”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손 맞잡은 한·아세안 지도자들 문화일보 01면 종합

정부 ‘新남방 2.0’ 추진… 아세안 외교, 4강외교 수준 격상 문화일보 04면 외교

美인태전략-中일대일로 사이… 애매하게 낀 韓신남방 문화일보 04면 외교

“한·아세안협력 문 활짝 열리길” 내일신문 01면 종합

아세안 정상들 “한반도 평화구축 지지” 내일신문 04면 정치

문 대통령, 연쇄 정상회담···성과 가시화 내일신문 04면 정치

환영만찬…“영원한 우정” 내일신문 04면 정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는 아시아 협력에 달려” 헤럴드경제 01면 종합

“경제영토 확장” … 한·아세안 FTA협상 가속 헤럴드경제 04면 정치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로 현관문도 알아서 척척” 헤럴드경제 19면 건설

11/27

부산 시정

지역 건설 위해 민·관 힘 합친다 부산일보 15면 경제

“눈감는 날까지도 온전한 민주주의 실현 갈망”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마항쟁 큰 별, 故고호석 이사 추모 물결 국제신문 09면 사회

건물 안전점검기관 지자체에 지정 권한 부산일보 15면 경제

기혼여성 20% 경력단절 ‘김지영’ 부산일보 10면 사회

‘마스크 복지’ 남발 헛다리 짚는 정부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흥시 공무원에게도 ‘꼬집힌’ 해양수도 부산시 행정 부산일보 02면 종합

공공의료 강화 외치더니 예산부터 깎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제2 도시’와 동떨어진 부산시 자살예방 대책 부산일보 11면 사회

책방골목 북튜브·상생협력 공예방… 주민 손으로 맞춤 일자리 

발굴
국제신문 18면 기획

“미세먼지 줄이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국제신문 09면 사회

“10년간 5만 청년 유입정책 추진… 인구특별법 제정하자”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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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복지예산 4조 넘는데 ‘자체사업 예산’ 4600억뿐 국제신문 02면 종합

‘정규직’ 수도검침원 임금인상·충원 요구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하라” 한국일보 12C면 부산

부산시 “고령친화 우수제품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빛바랜’ 환태평양 물류허브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경제

선용품 거래, 신고·수주·발주 원스톱으로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항 북항 2개 운영사 합쳤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항만 운영 최적화하는 데 AI 활용”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어려움 겪는 지역 건설사 보듬을 다양한 방안 모색” 부산일보 25면 인물

짧고 효율적 근무 시스템 구축… 제대로 쉬는 문화 정착시켜 국제신문 18면 기획

吳시장, 스마트시티 생활 혁신 인프라 성장 가능성 재확인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신남방 항만·물류산업 뛰어든 BPA 파이낸셜 01면 종합

되살아난 조선업…부산 수출 8.3% 증가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친문이 PK 잠룡으로 띄우는 김영춘, 김경수·조국 대안일까 부산일보 03면 종합

김영춘 갑작스러운 대권 도전 선언 국제신문 06면 종합

‘룰의 전쟁’ 중앙만 있고 지방은 없었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조속히 추진하라” 부산일보 06면 정치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총리실은 뭐하나 대통령이 나서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김해신공항 재검증 대통령 직접 나서야”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총리실 손떼고 대통령 나서라”
경남일보 01면 종합

동구 ‘항일거리’ 현판 철거 어떡하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소수 전유물’ vs ‘부산 랜드마크’ 의견 분분 부산일보 15면 경제

일자리·세수·상권 ‘엘시티 효과’에 촉각… 국제신문 15면 기획

사계절 체류형 관광리조트…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협의” 국제신문 15면 기획

전국 최고 골목길은 ‘해운대 해리단길’ 경향신문 12면 전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吳의 오판’ 유재수 때문에 곤혹스러운 부산 부산일보 03면 종합

“유재수 특별감찰 윗선이 중단 지시” 국제신문 01면 종합

“돌아가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유재수 수사 확대에 

뒤숭숭한 與
국제신문 06면 종합

유재수 감찰 중단 ‘뒷배’ 조국 너머 여권 겨눈 검 국제신문 10면 사회

靑 특감반원 줄소환… ‘조국 윗선’ 향하는 유재수 수사 서울신문 10면 사회

검찰 “조국이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 개입한 인사들 수사 

불가피
조선일보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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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친노·친문과 가까운 사이…유재수 수사에 여권 긴장 중앙일보 03면 종합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 시절 자신이 쓴 책 업체에 강매 중앙일보 03면 종합

유재수, 없는 자리 만들어 동생 ‘낙하산’ 꽂았다 한국일보 01면 종합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檢,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 매일경제 31면 사회

오거돈, 유재수 감싸다 ‘곤혹’ 내일신문 06면 자치

한-아세안 

정상회담

보호무역주의 반대·한반도 비핵화 ‘부산 선언’ 채택 부산일보 01면 종합

‘사람 중심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한층 ‘업그레이드’ 부산일보 04면 국방

행안부 공공행정부스, 각국 행정장관들 ‘북적’ 부산일보 04면 국방

벡스코, 매머드 무역 박람회장 방불 부산일보 04면 국방

정상 부인들 사로잡은 K뷰티, 연대 통한 동반성장 모델로 부산일보 05면 국방

“저렴한 노동력 있는 미얀마, 부산 제조업에 매력 충분” 부산일보 05면 국방

부산에서도 ‘할랄 투어’ 체험 부산일보 05면 국방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협력 비전 제시 부산일보 05면 국방

하늘엔 드론, 옥상마다 특수부대… 부산일보 10면 사회

척박한 영화 환경 딛고 청춘들 날았다 부산일보 20면 문화

한·아세안 정상 ‘부산선언’ 채택… “FTA 토대로 공동번영” 국제신문 01면 종합

“한·아세안, 평화·번영의 동반자… 보호무역 반대” 천명 국제신문 03면 국방

K 뷰티에 반한 퍼스트 레이디들 국제신문 03면 국방

한·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국제기구 부산에 만들자 국제신문 04면 국방

부산·아세안 기업인 화기애애한 만남 국제신문 04면 국방

벡스코 부산관광홍보관 성황 국제신문 04면 국방

부산시, 라오스에 소방차 15대 양여… 소방기술도 전수 국제신문 05면 국방

“유럽,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 벤치마킹” 국제신문 05면 국방

행정시스템도 한류 기대 국제신문 05면 국방

한·아세안 미래 영화인들, 브루나이에서 ‘레디 액션’ 꿈을 찍다 국제신문 20면 문화

“FTA 등 활용, 공동 번영 노력”...신남방정책 3년 만에 결실 경향신문 05면 국방

2030년 ‘세계 4위 경제권’ 부상 전망 경향신문 05면 국방

아세안 지지 얻어 낸 ‘한반도 평화 구상’ 경향신문 05면 국방

“사람 중심·상생 번영·평화로운 공동체 만들자” 국민일보 02면 종합

한-아세안 정상들 “北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동아일보 01면 종합

“비핵화 협상 조기개최 희망… 北 가입한 ARF 통해 평화 협력” 동아일보 05면 국방

‘K뷰티’에 흠뻑 빠진 아세안 정상 부인들 동아일보 05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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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메콩 정상 함께 식사하는 날 오길” 동아일보 05면 국방

한·아세안, 내년 교역 2000억 달러로 확대 서울신문 01면 종합

‘한반도 평화’ 별도세션 첫 마련 서울신문 06면 국방

文 “北 비핵화 통해 세계로 나오면 메콩의 경험 나눌 수 있어” 서울신문 06면 국방

김정숙 여사 ‘영부인 외교’ K뷰티 전도사 역할 자처 서울신문 06면 국방

“아시아는 상생 공동체… 한반도 비핵화 지지” 세계일보 01면 종합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 ‘진정한 동반자’ 실천은 과제 세계일보 03면 국방

“세종대왕 만나게 해준 한국어 시간 소중” 세계일보 03면 국방

4차 산업혁명 파트너십 공고화...동반 성장 비전 제시 세계일보 04면 국방

5분 만에 맞춤 마스크팩...”인삼 원료, 3D 프린팅 기술 놀라워” 세계일보 04면 국방

“보호무역 배격… 한반도 평화 협력” 아시아투데이 01면 종합

한-아세안, 신남방 윈윈...공동번영 새로운 미래 열었다 아시아투데이 03면 국방

아세안 영부인 ‘K-뷰티’ 홀릭 아시아투데이 03면 국방

“남북 정상, 메콩 정상과 함께하는 날 오길” 조선일보 05면 국방

문 대통령 “한·아세안 FTA로 자유무역 지켜나갈 것” 중앙일보 08면 종합

자율주행 셔틀, 주차단속 로봇… 세계적 미래도시가 부산에 중앙일보 20C면 영남

“북 미사일 실험 자제와 남북·북미대화 촉구” 한겨레 01면 종합

자유무역, 인적 교류 공감대...’신남방’정책 협력 발판 다져 한겨레 05면 국방

비상하는 아세안 한겨레 05면 국방

한·아세안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로” 전면 협력 약속 한국일보 01면 종합

文대통령 “한강의 기적처럼, 메콩강의 기적 함께 이루자” 한국일보 03면 국방

“한·아세안 함께 스타트업 부흥, 세계 경제 선도를” 한국일보 03면 국방

5G·로봇 등서 눈길 못 뗀 정상들 K뷰티 매력에 푹 빠진 

영부인들
한국일보 03면 국방

부산-인니 직항 개설 吳시장 정식 제안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吳시장, 다문화 가족 등 아세안 환영 오찬 열어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文 “자유무역이 공동번영 길”… 보호무역 강력 배격 매일경제 06면 국방

고젝 등 유니콘 성공사례 공유 매일경제 06면 국방

文 “남북·’메콩’ 식사 기대… 국제사회 진출 경험 공유” 머니투데이 01면 종합

文 “남북·’메콩’ 식사 기대… 국제사회 진출 경험 공유” 머니투데이 02면 종합

韓 기술력 ‘피부’로 체감… 아세안 영부인 사로잡은 K뷰티 머니투데이 05면 국방

아세안 10개국, 北과 외교… 한반도 평화땐 ‘더 큰 시장’ 머니투데이 05면 국방

文 “혁신엔 국경 없다…자유무역 가치 수호” 서울경제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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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FTA로 한·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 서울경제 04면 국방

김정숙 여사도 영부인들에 ‘K뷰티 세일즈’ 외교 서울경제 04면 국방

한·아세안 하나돼 스타트업 판 키운다 서울경제 05면 국방

“자유무역 강화·시장 다변화 공동대응” 아주경제 01면 종합

한·아세안 협력 강화… 평화·번영 동아시아 시대 연다 아주경제 04면 종합

“11개 국이 하나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해야” 아주경제 04면 종합

스마트교차로에 놀란 아세안 공무원들 “고국에 도입할래요” 파이낸셜 02면 국방

文-아세안 정상 “자유무역이 공동 번영의 길” 한국경제 01면 종합

文·아세안 정상들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 한국경제 04면 국방

文 “스타트업은 열린 기회 우리의 미래 부흥 시킬 것” 한국경제 04면 국방

한·아세안, ‘사람중심·상생번영·평화’ 뜻모아 경남신문 04면 종합

한·메콩 첫 정상회의…文 “한강의 기적, 메콩강의 기적으로” 문화일보 05면 정치

한·아세안 항공자유화 ‘기대半 우려半’ 문화일보 27면 경제

한·메콩 문화 어울린 정상회의 내일신문 02면 정치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내일신문 02면 정치

아세안은 ‘스마트시티’ 각축장 내일신문 16면 정치

“사람중심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한강·메콩강 선언 헤럴드경제 01면 종합

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자카르타에 정식 출범 헤럴드경제 18면 경제

11/28

부산 시정

‘완월동 폐쇄’ 잰걸음, 자립 지원 조례 내달 본회의 상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여수·포항 사람들도 부산으로 쇼핑 온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초등 4~6학년 절반 “주말 신체활동 30분도 안 돼요”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시의원, 논문 대필 의혹 입법연구위원에 ‘갑질’ 논란 부산일보 06면 정치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성과 발표 국제신문 28면 인물

주민 100여 명이 준비한 행사, 부산시가 마음대로 연기 국제신문 08면 사회

대저대교 생태계 민관 공동조사 차질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올 3분기 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국제신문 09면 사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유도 국제신문 14면 기획

“경로당 등에 적극 홍보… 시민 호응도 높아” 국제신문 14면 기획

지하철 1·2호선 급행열차 도입 추진 국민일보 15B면 사회

부산지하철 급행열차 도입 추진… 먼저 시민의견 수렴부터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상수도본부, 눈으로 보는 ARS서비스 서울경제 32B면 전국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ARS 서비스 제공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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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단` 부산김해경전철 사고 대책 마련 경남매일 04면 사회

김해경전철 사고 방지 대책 시급 경남일보 05면 사회

부산시, 낙동강 하구에 어린 재첩 5만마리 방류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당뇨 치료·예방 등 모든 것 부산서 본다 부산일보 15면 경재

경자청, 유럽기업 투자유치 나서 부산일보 14면 경제

이케아, 부산 공략 본격 시동… 지역 가구업계 술렁 부산일보 03면 종합

국내 대표 ‘스타트업 데뷔행사’ 부산서 열려 국제신문 15면 경제

“자갈치 아지매도 반했지”… 건어물 위판장의 힙한 변신 국제신문 24면 기획

부산 북항 운영사 2개 통합 확정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중소상공업체 총 57만 곳 신용보증으로 자금 조달 도와 국제신문 12면 기업

서울·인천·부산 ‘마천루 전쟁’ 서울신문 02면 종합

부산서 탄화규소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파워반도체 글로벌 네트워크 짠다 서울경제 32B면 전국

‘파워반도체’ 첨단기술 공유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울경 경기 바닥쳤나… ‘구인공고’ 증가 머니투데이 04면 종합

부산 에코델타+명지신도시 ‘분당급 스마트시티’로 아주경제 16면 부동산

부산시 ‘낙동김’ 孝子 상품으로 키운다 한국경제 31A면 지역

BJFEZ, 유럽 혁신성장 선도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 추진 경남도민신문 02면 종합

부진경자청, 유럽 기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 정치

쇄신·세대교체 ‘시대 흐름’ 총선 신인들 “절호 기회 잡자” 부산일보 06면 사회

패스트트랙 안건 211일 만에 부의, 막판까지 ‘강 대 강’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울경 지역구 어떻게 조정되나… 선거법 처리에 ‘촉각’ 국제신문 06면 종합

지역행사에 공개 찬조 총선 출마 예정자 아내 기부 논란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문학관 설립 市가 나서야” 부산일보 11면 사회

원아페 관객 수 반토막… 시는 자화자찬 국제신문 09면 사회

“미술품도 온라인 거래 성행… 예술시장 활기 되찾아” 국제신문 28면 인물

“맛이 도시 상징된 시대… 부산 음식 패러다임 바꾸자” 국제신문 28면 인물

부산영상위 수장 첫 공모, 영상산업 이끌 적격자 뽑아야 국제신문 25면 문화

부산저축

은행 사태 

주범 체포

‘부산저축은행 사태’ 주범 이상호 국내 압송 부산일보 01면 종합

‘6500억 부실 대출’ 부산저축은행 사태 주범 잡았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캄코시티 재판 통한 채권회수 ‘청신호’ 국제신문 02면 종합

유재수 감찰

무마 논란
몰아치는 검찰 사정 칼날에 與 PK 지방권력 동시에 ‘휘청’ 부산일보 02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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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속, 靑 겨누는 검찰 부산일보 01면 종합

유재수·황운하로 친문 겨누는 檢 국제신문 01면 종합

“난 유재수 몰라”… 총선 앞둔 與 부산의원들 선긋기 국제신문 03면 사회

“檢 표적수사 그만… 공수처 설치하라” 국제신문 03면 사회

한국당, 유재수·황운하 겨냥 “친문 농단 게이트”… 靑 

“사실무근”
국제신문 03면 사회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경향신문 04면 종합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직후 특감반 PC 모두 회수” 국민일보 02면 사회

정치권에서 본 유재수는? 국민일보 02면 사회

유재수 구속… 권력형 비리로 번지나 서울신문 01면 종합

법원 “유재수 범죄행위 소명” 서울신문 03면 정치

‘유재수 요직 추천’ 정부·與인사 전방위 수사 가능성 세계일보 02면 종합

유재수 구속 조선일보 01면 종합

조국측 “3인 회의서 감찰중단 결정” … 윗선 꼬리자르기? 조선일보 02면 사회

유재수 ‘비위 감찰무마’ 파문 민주당 경남·부산 민심 비상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곽상도 “유재수를 부산시 부시장에 앉힌 사람은 이호철” 문화일보 04면 정치

기장군

부산 신혼희망타운 기장군에 첫 건설 부산일보 14면 경제

현직 기장군의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 공터서 불법폐기물 추정 물질 다량 나와 국제신문 09면 사회

정관신도시일대 보전녹지 지정 국제신문 02면 종합

기장신혼희망타운 내달 12·13일 청약 국제신문 02면 종합

중구 부산 중구 해피시니어 4호점 개소 아주경제 25면 사회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폐막 부산일보 01면 종합

애만 쓴 부산시, 마이스 도시 브랜드 육성 전략 세워야 부산일보 04면 국방

부산시민은 빠진 ‘그들만의 리그’ 였나 부산일보 04면 국방

부산 상공계 ‘포스트 정상회의’ 경제사절단 파견 서두른다 부산일보 05면 국방

“7대 분야 우선 협력 강화”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 부산일보 05면 국방

교통정보센터 인기 이유 있었네 부산일보 05면 국방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 아세안 정상외교 마무리 국제신문 01면 종합

文 “대륙·해양 잇는 교량국가 꿈 포기안해… 부산이 출발지” 국제신문 04면 국방

메콩 5개국 특색 있는 수공예품 부산에 모인다 국제신문 04면 국방

김정숙 여사 ‘오백나한전’ 관람… 메콩국에 韓불교 소개 국제신문 04면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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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아세안 ‘협력 허브’ 첫 발 국제신문 05면 국방

부산상의 “아세안 경제사절단 이른 시일 내 파견” 국제신문 05면 국방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국민일보 05면 국방

文대통령 “이제 육로로 대륙 가로지를 일 남았다” 동아일보 08면 종합

文 “한강의 기적, 메콩강으로 이을 것” 서울신문 05면 종합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세계일보 05면 국방

‘신남방정책’ 대내외 알리고 협력 이끌어 세계일보 05면 국방

“한·메콩, 평화·번영 동반자… 한강 기적, 메콩강 기적될것” 아시아투데이 03면 국방

靑 “신남방정책 지지 확고… 2021년부터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03면 국방

文 “부산서 육로로 대륙 가로지르는 일만 남아” 조선일보 06면 정치

문 대통령 “한강 기적, 메콩강 기적으로” 중앙일보 10면 종합

문 대통령 “한강 기적, 메콩강으로 이어질 것” 한겨레 04면 종합

文대통령 “아세안의 꿈이 곧 한국의 꿈” 한국일보 06면 정치

靑 “아세안 확고한 지지… 부산 개최 기대 이상 성공”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부산 도시인프라, 아세안에 ‘매력’ 리더스경제 03면 정치

“6%성장 메콩은 기회의 땅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 매일경제 08면 정치

“한강의 기적, 메콩강으로 3원칙·5개국·7분야 협력” 머니투데이 01면 종합

1600억弗 경제공동체… 30년 인연, 상생 100년으로 머니투데이 05면 국방

K뷰티, 기술 나누고 데카콘, 함께 키운다 머니투데이 05면 국방

文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서울경제 01면 종합

文, 아세안 협력에 ‘진정성’ 어필…외교·경제 다변화 활로 서울경제 04면 국방

인프라·ICT 등 超성장시장 공략 발판 서울경제 04면 국방

‘탈중확남’ 교두보 마련…’세계GDP 32%’ 통합경제 큰걸음 서울경제 05면 국방

“한강 기적이 메콩강으로”… 3박4일 新남방 외교 피날레 아주경제 05면 종합

文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파이낸셜 01면 종합

제조업·농업 등 아세안과 전방위 협력 파이낸셜 03면 정책

文 “한국의 경험, 메콩의 역동성 손잡으면 메콩강의 기적 

일어날 것”
한국경제 08면 국방

아세안과의 관계, 4강 수준 격상 발판 마련 내일신문 04면 정치

11/29

부산 시정

부산형 일자리 지표 나왔다 부산일보 10면 종합

“도시철도 급행열차 운행, 완행 대피공간 마련이 먼저” 부산일보 08면 종합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 2개안 제시 부산일보 10면 사회

측근 관리 실패 吳 시장, 시정 변화 ‘새 포석’ 놓을까 부산일보 0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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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 아세안 경제 허브 도시 될 것”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 새 고층건물 낙하산 활강 원천차단 국제신문 09면 사회

“욕 퍼부었는데 고작 감봉” 부산신보 이사장 경징계 노조 반발 국제신문 08면 사회

“내년 부산 예산 41%가 보건복지… 철저히 검증할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부산 경제

공영화 위한 공동어시장 ‘몸값’은 1200억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아파트값은 상승세 ‘해·수·동’은 폭등세 부산일보 16면 경제

올해 부산산업대상 김희근 삼한 회장 부산일보 16면 경제

이상호 신병 확보, 정부·정치권 전방위 노력 빛났다 부산일보 04면 경제

피해자-예보-이상호 다른 셈법, 갈 길 먼 피해 구제 부산일보 04면 경제

내년 5월 부산모터쇼 일본차 모두 불참 부산일보 10면 종합

“상선·어선 아우른 경험 살려 수리조선 업계 경쟁력 높일 것” 부산일보 27면 인물

부산~아세안 하늘길 넓어지나… 불붙은 직항 개설 논의 국제신문 06면 종합

“박막례처럼 될래요” 실버 크리에이터가 뜬다 국제신문 15면 경제

올 부산미래과학자상 최우수 김희수·박민정 씨 국제신문 18면 IT

부산산업대상 김희근 삼한건설 회장 등 선정 국제신문 15면 경제

항만 초미세먼지 잡는 AMP, 사용 강제 안해 무용지물 우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정치

줄이을 재보선, 내년 부산 총선 ‘미니 지방선거판’ 선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검찰발 악재 쓰나미’ PK 여권, 총선 앞두고 ‘초비상’ 부산일보 05면 정치

‘쓰러진 黃’ 한국당, 그 이후는… 부산일보 06면 정치

유재수 구속·靑 하명수사 의혹에 한국당 “친문게이트” 맹공 부산일보 06면 정치

유재수와 靑 근무한 김경수·이광재·이호철 등 ‘文 측근’ 불똥 부산일보 02면 사회

부산시 비선인사, 외교행사 지나친 개입 ‘말썽’ 부산일보 03면 사회

‘3대 의혹’ 연루된 백원우… PK총선 뇌관 부산일보 04면 종합

한국 “국기문란 지독한 냄새” 민주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 국제신문 04면 종합

‘유재수 의혹’ 부산 블록체인에 불똥 국제신문 01면 종합

유재수가 주도한 블록체인 특구, 檢 수사에 추진동력 잃나 국제신문 03면 종합

檢 ‘감찰 무마 의혹’ 김용범 차관 참고인 조사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문화 하룻밤 최소 800만 원, 이슬람권 정상들 “K푸드 좋아요” 부산일보 10면 종합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재추진” 기장군 범군민 추진위 발족 부산일보 11면 사회

오늘도 현장 노동자 한 명이 떨어져 숨졌다 부산일보 08면 사회

동구
초량168계단 모노레일, 돈 벌려다 이용객 감소 부를라 부산일보 08면 종합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총선 때 재선거 국제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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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한진 CY 부지에 학교부터 신설을”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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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부산 시정

‘반전의 발상’… “초고층 베이스점핑 관광상품으로 만들자” 부산일보 08면 종합

‘해운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부산 첫 추진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교통공사 ‘2019년 철도 10대 기술상’ 부산일보 25면 인물

갑자기 ‘펑’ 터져 아수라장 전동기기 ‘과충전 주의보’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소재 대학 졸업생 75% 첫 직장 부산서 구해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 직원 매달 10만 원 지원 무산 국제신문 10면 사회

“고부가 항만서비스산업 육성해야 부산항 질적 성장” 국제신문 25면 인물

부산시 고층 건물옥상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시“고층건물 활강 원천차단”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대기오염 부실 측정 업체 부산시, 7곳 무더기 적발 국제신문 10면 사회

미세먼지 많은 내년 3월까지 공용車 2부제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이달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부산 아파트값 ‘평당 4000’ 노크 부산일보 01면 종합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3주 만에 1년 치 올랐다” 부산일보 06면 부동산

부산 최고층 엘시티 입주 개시 부산일보 06면 부동산

부산 ‘엘시티 타워’ 입주 시작 한국일보 13면 전국

부산항 신항 ‘핫플’ 서컨테이너 부두 누구 품에?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의료관광 전담조직 일원화 부산 ‘먹거리 산업’ 키운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의료관광 수도권과 경쟁… 암 등 중증진료로 프레임 전환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형 파워반도체’ 상용화 윤곽… 내년 상반기 첫 개발 국제신문 16면 경제

구글·애플 관계자 부산서 열리는 당뇨병행사 찾는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市 내년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신문 17면 경제

“모바일 부동산 거래 생태계 만들 것” 국제신문 16면 경제

“에어부산, 매각 말고 향토기업으로 키워야” 서울경제 29면 전국

오늘부터 부산 벡스코서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문화일보 13면 전국

부산 정치

‘변혁’ 창당 가속도… 보수 야권 ‘사분오열’ 부산일보 05면 정치

“차기 총리에 김진표·법무 추미애” 부산일보 05면 정치

‘하명수사 의혹’ 靑 민정실 전 수사관 숨진 채 발견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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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연루 전 특감반원 사망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문화

5만 명 가슴에 북유럽 감성 스며들었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OTT·5G 영상 쏟아지는데 등급분류는 여전히 극장용·2G 부산일보 19면 문화

‘맛 좋고 가격 저렴’ 부산 착한식당 5곳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추어탕이 16년간 같은 가격” 부산 착한가격업소 5곳 선정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상처를 짓다’ 기획展 아주경제 21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위 이르면 이달 초 출범할 듯 부산일보 05면 정치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상처 회복은 언제쯤… 국제신문 09면 사회

동구 “1m 남짓 좁은 복도, 현관문 열다 다칠 판” 황당한 새 아파트 부산일보 02면 종합

사상구 부산 일자리창출 평가… 사상구 최우수상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해운대구

해리단길 ‘수상한 펜스’ 일파만파 해운대구청 한 달 넘게 “대책 

없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한진CY 터 개발 본격 협상 … 민간 참여 늘려 공공성 강화 국제신문 01면 종합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장애인 법원 “국가가 2000만원 

배상해야”
동아일보 12면 사회

실종 장애인 33년 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 배상 세계일보 11면 사회

혈압 낮추고 주민 행복 높이는 ‘작은 보건소’ 서울신문 27면 인물

“이웃이 이웃 돌봐”… 고령화시대 마을건강센터 뜬다 세계일보 11면 사회

유재수 

비리 의혹

한국당 “여권과 오거돈 시장이 유재수 비호” 총공세 부산일보 04면 정치

‘묵묵부답’ 오거돈 부산일보 04면 정치

‘민정라인 관련 의혹’에 코너 몰린 靑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울경 ‘친문 실세’ 줄줄이 거론… 정국 향배 예측불허 국제신문 03면 종합

전·현 정권 넘나든 유착 ‘늘공’ 유재수 국제신문 03면 종합

전재수 “유재수의 개인 비리… 윗선은 없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靑 “해명 가능한 의혹”… ‘하명수사·감찰무마’ 진화 고심 국제신문 04면 종합

유재수 “비리 의혹? 난 모른다” 국감 답변서 인편으로 냈었다 조선일보 05면 정치

‘유재수 비위수사’ 김 지사에 불똥 튈까 경남신문 03면 종합

문중원 기수 

자살사건

두 아이 아버지 죽음으로 몬 ‘고삐 풀린 마사회’ 부산일보 01면 종합

전권 쥔 甲 마사회, 6명이 숨졌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기수 죽음으로 폭로 … 또 불거진 부산경남경마공원 비리 의혹 국제신문 02면 종합

르노삼성

르노삼성 노조, 다시 파업 움직임 한국경제 01면 종합

르노삼성 생산량 반토막 위기 XM3 일감 확보도 물 건너갈 판 한국경제 17면 산업

르노 트위지 전시ᆞ구매 상담 부산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 경남매일 16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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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산 시정

이주여성 결혼 6개월 되도록 남편 장애 사실 눈치 못 챘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구치소 이전 라운드테이블 결국 ‘개문발차’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실 요양원 부산시 직영 약속은 말뿐 부산일보 10면 사회

‘마방 배정 차별’ 누구는 1년 만에 받고, 누구는 8년째 대기 부산일보 02면 종합

“친분 따라 마방 배정하는 마사회, ‘죽음의 경주’ 멈춰라” 국제신문 06면 사회

“미군 8부두 생화학 물질 주민에 공개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영락공원 화장로 24년만에 모두 교체 국제신문 08면 사회

양산시, 웅상도시철 부산 신정·정관선 연계안 검토 국제신문 10면 지역

교통법 사각지대 부두서 노동자 또 참변 국제신문 08면 사회

시 보조금 받는 양조사업장, 알고보니 시의원 건물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2∼3년 뒤면 노인 인구 20%대 진입… 노인들 갈 곳이 

없다
국민일보 15B면 사회

“농민수당·청년수당 우리도” ‘현금살포’ 늪에 빠진 지자체 세계일보 01면 종합

글로벌 해양도시를 꿈꾸며 … 부산은 오늘도 변화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경제

‘청출어람’ 부산 신발기술, 日 기술이전 ‘첫발’ 부산일보 01면 종합

승학터널 우선 협상대상자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시, 승학터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신항 서컨부두 운영권 국내외 선사들 눈독 부산일보 14면 농수축산

부산 소비자물가지수 지난달 전년비 0.1%↑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산둥성 경제협력 확대 블록체인·핀테크·의료 분야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정치

부산시 내년 ‘국비 7조 시대’ 물 건너가나 부산일보 06면 정치

주요사업 증액요청 ‘미반영’… 부산시 7조 국비시대 빨간불 국제신문 02A면 종합

與, 전호환·윤건영 양산출마 성사될까 국제신문 05면 정치

총선 격전지 부산진을, 민주당 경선 약사대결로 국제신문 05면 정치

중도사퇴로 재보선 땐 감점 검토 한국당 지방의원 ‘총선 

고민되네’
국제신문 05면 정치

부산 문화

산복도로·카페·야경… 부산 겨울여행 ‘참맛’ 아세요? 부산일보 18면 교통

‘꽃의 내부’ 복원도 상처투성이 부산일보 08면 종합

“문화콘텐츠에 미친 20년… 후학들 위한 노하우 담았죠” 국제신문 24면 인물

늘어나기만 하는 지역 내 공연장, 갯수가 아니라 차별화 

고민해야
국제신문 19면 문화

함께 즐기는 미술…부산국제아트페어 개막 경남일보 16면 문화

기획수사 

의혹
울산 이어 양산·창원·사천서도 짙어지는 ‘PK 기획수사’ 의혹 부산일보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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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백원우·천경득… ‘유재수 영전’ 배경 향하는 檢 칼끝 부산일보 03면 사회

‘조국보다 센’ 백원우, 내년 PK 총선에서도 역할하려 했나 부산일보 04면 사회

한국당 “’백원우 별동대’는 공수처 축소판” 총공세 부산일보 05면 사회

오 “시민에게 송구” 공개 사과했지만 유재수 왜 감쌌는지는… 부산일보 04면 사회

‘청와대發 의혹수사’ 靑-檢 정면충돌 국제신문 01면 종합

형사사건 공개금지 준칙 시행… 첫 안건은 유재수 의혹 국제신문 02면 종합

오거돈 “유재수 사태 진심으로 송구” 국제신문 01면 종합

오거돈 “유재수문제 사과” 매일경제 08면 정치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 송구” 경남일보 05면 사회

부산화장품

공장

부산 화장품 업계 숙원 ‘메이드 인 부산’ 마침내 실현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화장품 공동생산시설 준공… 영세기업 경쟁력 기대 국제신문 12면 경제

공동생산시설 부산화장품공장(BCF) 문 연다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산화장품공장 오늘 문연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화장품 공동생산시설 준공… 부산 뷰티산업 ‘날개’ 파이낸셜 01면 종합

BCF 준공…부산 화장품 산업에 ‘날개’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눈물로 빚어낸 그날의 기억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엘시티 앞 보행로에 느닷없는 펜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해리단길 ‘수상한 울타리’ 법적 분쟁 비화 경향신문 14면 전국

12/4

부산 시정

부산-광주 잇는 고속화철도 추진 부산일보 14A면 경제

부산~광주 고속철도·동남권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미세먼지 심할 때 부산서도 노후 경유차 못 다닌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항 ‘미세먼지 프리’ 본격화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유치원 교사 잇달아 결핵 확진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은 세계 진출 베이스캠프… 커뮤니케이션 허브 기대” 부산일보 24면 인물

“우리 사회 소외된 약자, 시정·의정의 중심에 세울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 비오는 날 버스·지하철 이용 급감 국제신문 08면 사회

“서울처럼 기수 완전 집단고용하도록 부경경마공원이 개입을” 국제신문 06면 사회

민간 복지시설 직영한다던 부산시, 정작 예산 편성 안 해 국제신문 06면 사회

국제관광거점, 부산·인천·대구 3파전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경제

‘해양플랜트 서비스’ 해외진출의 모든 것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인구감소·기후변화 반영 추진 정부-지자체 협력해 관리 중점 부산일보 14면 경제

“내년 동남권 경제 8년 만에 2%대 성장” 국제신문 14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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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경제, 내년 8년 만에 2%대 성장” 한국일보 21C면 부산

대기 측정대행업체 처벌 유예… 화학업계 ‘휴~’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서 고령친화산업 세미나 오늘 개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충주·여수 쇼핑족 부산으로 몰린다 매일경제 30면 전국

부산신항 세계 최대규모 태양광발전 설치 서울경제 29B면 전국

‘금융중심지’ 부산서 만나는 대한민국 증권 발행의 역사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정치

檢 칼 끝, PK 친문 핵심 겨누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검찰발 레임덕’ 오나… 靑, 절체절명 위기 부산일보 03면 사회

별건수사? 하명수사? 수사관 휴대폰 풀면 의혹도 풀릴까 부산일보 03면 사회

“똑같은 ‘PK 친문’이라도 급이 다르다” 부산일보 04면 정치

‘하명수사’ 의혹 PK 총선 이슈 급부상 부산일보 05면 정치

대통령 관심 많은 ‘부산 사업’에 기재부는 ‘관심 없어’ 부산일보 05면 정치

바른미래당 ‘변혁’ 부산서 탈당 깃발 국제신문 05면 종합

울산 해경 “숨진 특감반원 고래고기 사건으로 온 것 맞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속 진실 놓고 檢·靑·警 ‘동상삼몽’ 국제신문 03면 종합

오거돈 “유재수 임명과정 명쾌… 블록체인 특구 차질 없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좋은 그림 실컷 보고 싶다면… 그림시장 들어선 벡스코 오세요 부산일보 20면 문화

주민이 주인 돼… 부산 최고령 아파트 추억 모은 예술잔치 

연다
국제신문 18면 문화

부산시민공원에 가면… 아주경제 21면 사회

남·북·러 

수소 

프로젝트

부산시, ‘남·북·러 경협’ 추진 한국일보 21C면 부산

북·러 석탄, 수소로 공급 추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수소 공급 전진기지’로 거듭난다 서울경제 29면 전국

부산, 국내외 수소 공급 ‘대동맥’ 된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남·북·러 수소 프로젝트’ 시동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남·북·러 잇는 수소 프로젝트 첫발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해상택시 

출범

부산 앞바다에 해상 택시 누빈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에도 ‘해상택시’ 달리나 경향신문 14면 전국

서울에서 실패한 ‘수상택시’ 부산에선 성공할까 서울신문 13면 정책

한-일 관광 

불황

10월부터 불어닥친 ‘일본발 관광 혹한’ 부산일보 01면 종합

“수치상은 30%라지만 현장은 절반 이상 줄었어요” 부산일보 08면 경제

한국 관광객 90% 감소… 여행사·면세점 감원 ‘칼바람’ 부산일보 08면 경제

부산발 일본 여객선 승객 급감 경남신문 07면 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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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한·일 관광, 민간교류로 물꼬”…부산관광협회 

관광교류회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동구 “1.2m 복도 아파트 문제 없다” 결국 허가 내준 동구청 부산일보 02면 사회

해운대구
관광명소 건설사 ‘알박기’ 펜스 해운대구청은 ‘모르쇠’ 부산일보 02면 사회

기차역 뒷골목 감성 품은 부산 해리단길 ‘골목상권 大賞’ 서울신문 14면 전국

12/5

부산 시정

제13회 해양과학기술상에 정광효 교수·김상근 부사장 수상 부산일보 28면 인물

부산의 건축, 높게만 지으면 그만일까? 부산일보 19면 문화

시민 속도 모르는 ‘안전속도 5030’ 부산일보 01면 종합

초고층 건물은 ‘빽빽’ 추락물 방지 규정은 ‘구멍’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국제관광도시’ 출사표 던졌다 국제신문 06면 종합

시, 민간주도 사회적 연대 플랫폼 운영자에 ‘깜깜이 보조금’ 

논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마방 배정 심사 전부터 결과 나돌았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보행자 보호 못하는 차량진입 방지 펜스 ‘딜레마’ 국제신문 09면 사회

“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족했다”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지역 보육교사 잇단 결핵확진 판정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인권도시’ 기반 다진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경제

‘대박’ 입소문 부산글로벌게임센터 ‘상한가’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 강서·경남 창원 등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부산일보 14면 경제

오징어 씨 말라 대형 트롤선도 잡어 쪽으로 뱃머리 부산일보 05면 종합

대형 컨선 몰려온다… 신항 크레인도 덩치 키우기 부산일보 15면 경제

해·수·동 과열… 서부산은 내렸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2억 이상 체납 359명… 총 2285억 국제신문 06면 사회

SW융합클러스터2.0사업, 부산 등 전국 5곳서 4차 산업혁명 

준비한다
동아일보 B05면 기획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 물류산업’ 선도 동아일보 B05면 기획

일본 뱃길 승객 90% 급감 여객선 감축·휴항 줄이어 서울신문 14면 전국

부산~일본 뱃길 승객, 90% 이상 줄었는데… 항공은↑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 디지털 치의학 성장 가속”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서울 휘경 등 전국 16곳 행복주택 5838가구 매일경제 28면 부동산

‘롯데 김치 담그기’ 행사 오늘 부산서 열려 서울경제 32A면 전국

“산둥성, 韓과 최적 파트너… 전분야 협력 강화로 윈윈” 아주경제 16면 기획

“부산 마이스 산업, 중국처럼 4차 산업 기술 접목하라”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정치 부산 총선 출마예정자, 與 ‘분주’ 野 ‘눈치’ 부산일보 06면 정치



2019년 시정일지

496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총선 노리는 PK출신 공직자들 ‘깜깜이 정국’에 “속 타네” 부산일보 06면 정치

20대 국회 한국당 마지막 원내대표는? 부산일보 08면 정치

中 다녀온 이호철, 부산서 잠행… 측근 “때 되면 나설 것” 부산일보 02면 사회

유기준 원내대표 출마… 부산 한국당 공천판 변수로 국제신문 05면 종합

여권 전략지 부울경, 총선 앞두고 곤경 내일신문 03면 정치

부산 문화

감각적 영상으로 풀어낸 ‘나만의 부산’ 부산일보 15면 경제

부산은 근현대문학 보고, 부산문학관 채우고도 넘친다 부산일보 19면 문화

더 쉬워진 문화예술지원 공모 부산일보 18면 문화

“ 슬 그 머 니  부 활 한  예 비 발 탁 제 도  고 위 층  측 근  마 방 

챙겨주기용”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어린이영화제 이사장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선임 국제신문 24면 문화

체육회장 정치색 뺀다면서… 정당인 출마 제지 없는 체육회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총리실, 김해신공항안 재검증위 구성 내일 마무리 국제신문 01면 종합

“공항 소음 배상금, 김해가 부산에 비해 손해봐” 국제신문 10면 지역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원 인근 지역 포함해야”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현실화하라”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 10% vs 부산 90% 이상한 공항소음 지원 경남신문 01면 종합

김형수 “김해공항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해야” 경남일보 02면 종합

증권박물관 

개관

국내 최대 규모 증권박물관 부산서 문 열었다 부산일보 14면 경제

사료가치 큰 주권·채권 등 9000점… BIFC ‘금융로드’ 완성 국제신문 02면 종합

‘증권이 만든 세상’ 보러 오이소 경향신문 16면 전국

국내 최대 부산증권박물관 개관 국민일보 15B면 사회

소장유물만 9000점 ‘부산증권박물관’ 개관 아시아투데이 28A면 지역

국내 최대 증권박물관 부산에 ‘둥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금융박물관로드, 부산 ‘랜드마크’ 기대… 경제관광 필수코스 

‘예약’ 
리더스경제 03면 경제

세계 3위 규모 ‘부산 증권박물관’ 개관 머니투데이 26면 증권

국내 최대 ‘부산증권박물관’ 오픈 서울경제 32B면 전국

국내 최대 증권박물관, 부산서 문 열었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국내 최대 규모 ‘부산증권박물관’ 문 연다 경남매일 16면 경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檢, 靑 압수수색에 與, 특검으로 맞불 부산일보 01A면 종합

너무 많은 청와대 일 관여한 윤건영 유재수에 발목, 총선 출마 

꿈 또 접나
부산일보 02면 사회

靑 압색 檢의 자신감, 유재수 텔레그램에서 나왔나 부산일보 03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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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에 의존한 압수수색 유감” 부산일보 03면 사회

한국당 부산시당 “오거돈 시장에게 책임 물을 것” 부산일보 06면 정치

청와대 직접 겨눈 검찰 文정부 두 번째 압수수색 국제신문 01면 종합

檢, ‘스모킹 건’ 될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확보했나 국제신문 03면 종합

검찰, 이례적 靑 경내 진입… 서별관서 압수물 건네 받아 국제신문 03면 종합

靑 “檢, 김태우 진술만 의존”… 與 “검경합동수사 안되면 특검”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靑, 친문게이트 은폐 말고 檢수사 협조하라”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靑 하명수사 의혹 관련자 고발 조선일보 05면 정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부산 장애인 자립 돕는 그룹홈 50곳 늘려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나서… 자립지원 5개년 계획 선포 한국일보 15C면 부산

부산시, 장애인 탈시설·자립 5개년 계획 발표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남구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반쪽’ 우려 싣고 출항 ‘뱃고동’ 부산일보 05면 종합

사하구 구평동 성토면 붕괴 원인 내년 2월 공개 국제신문 09면 사회

서구 뻔하디 뻔한 놀이터? 아이들이 만들면 달라! 부산일보 11면 사회

중구 구청장 또 낙마… 중구 핵심사업 차질 우려 국제신문 09면 사회

12/6

부산 시정

제3회 부산의료산업대상 이사장상 ‘이샘병원’ 부산일보 27면 인물

48세 부시장·46세 정책수석, 부산시정 ‘기대 반 우려 반’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 경제부시장에 여당인사? 내부 승진?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항 초미세먼지 3분의 1로 줄인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 연장 부산일보 01면 종합

“아동 간 성폭력 전문가 개입할 매뉴얼 만들어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 일시 ‘멈춤’ 부산일보 11면 사회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별세 부산일보 05면 정치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지병으로 별세 국제신문 02면 종합

의사 없는 노숙인 진료소, 통역 없는 이주민 진료소 부산일보 11면 사회

5G 시대에… 시민 의식은 아직도 ‘2G’ 국제신문 09면 사회

어린이집 ‘흙식판’ 구·군 지원 받아도 하루 밥값 2000원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남권 대기환경청 둬야 미세먼지 규제” 국제신문 26면 인물

“건설단체간 이해 조율하고 묵은 규제 해소 힘 모을 것” 국제신문 27면 인물

“직접 고용하라”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무기한 농성 경향신문 12면 사회

107층 부산 롯데타워 또 착공 연기 서울신문 21면 전국

부산서 한반도 평화경제 콘퍼런스 아주경제 2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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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부산항 건설·관리에 첨단기술 입힌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중기 ‘스마트 공장’ 날개 달았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명장충렬제일·삼익비치·해운대 대창 순으로 많이 올라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기업의 나전칠기 볼펜, 한·아세안회의 누볐다 국제신문 13면 경제

전 세계 북극산업 협력, 부산서 머리 맞대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형 도시재생 전문기업 41곳 지정 파이낸셜 04면 부산

여객선사·면세점 ‘NO 재팬’에 휘청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 정치
지방선거 부산 野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秋법무 지명…민주 “檢개혁 적임자” vs 한국당 “사법장악 의도” 한국경제 06면 정치

부산 문화

메세나 기업 공동 모집… 영화의전당-BIFF 통합 첫발 뗐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산복도로 낡은 아파트 빈집들 할머니들 삶 상영하는 극장 변신 부산일보 08면 종합

‘등대’ ‘독도강치’… 박물관에서 만나는 이색 기획전 경향신문 16면 문화

부산국제금융센터 내부에 증권박물관 등 잇따라 개관 문화일보 13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막가는 국토부, ‘김해신공항 건설’ 생고집 부산일보 01면 종합

‘신공항’ 엇박자, 물정 모르는 민주 부산시당 부산일보 05면 정치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내일 부산역 총궐기대회 부산일보 10면 사회

국토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 일방 명시 국제신문 06면 종합

우암 해양

클러스터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착공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우암부두 국내 첫 해양클러스터 우여곡절 끝 첫삽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미래 해양산업 중심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 첫 삽 국민일보 16A면 사회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첫 삽 한국일보 14C면 부산

우암부두, 미래 해양 중심 역할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국내 첫 해양산업클러스터 ‘첫 삽’ 매일경제 30A면 영남

국제

금융진흥원

선진금융도시 이끌 싱크탱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 속도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밑그림 나왔다 매일경제 30A면 영남

부산 ‘금융산업 싱크탱크’ 설립 속도낸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금융중심지 컨트롤타워 ‘국제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한국경제 30A면 지역

미·중 

무역분쟁 

반사이익

부산 경제, 미·중 분쟁 ‘반사이익’ 부산일보 16면 경제

美中 고래싸움에 부산 제조업 반사이익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미·중 무역 분쟁 반사이익…제조업 수출 되레 증가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제조업 수출 호조… 미·중 무역분쟁 덕 봤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의원면직 불가 통보받고도 징계 미루다 고발당한 吳 부산일보 03A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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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윤석열-조국 ‘악연’ 2라운드 부산일보 04A면 정치

말 바꾸는 송병기, 청와대와 진실공방 국제신문 01면 종합

‘유재수 파문’ 부산 與 권력지도 바뀐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 “靑 거짓말… 선거개입 사과하라” 국제신문 05면 종합

민주당 검찰공정특위 첫 회의 “검찰이 정치 개입” 세찬 공격 국민일보 08면 정치

황교안 “청와대가 선거여론 조작한 부정선거” 조선일보 04면 정치

한국당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수사도 청와대 하명 의혹” 중앙일보 08면 종합

한국당, 조국·백원우 등 10명 고발 한겨레 03면 정부

野 “靑, 국민 속여…국정농단 실체 낱낱이 규명해야” 서울경제 06면 정치

한국당, 이용표 전 경남경찰청장 검찰 고발 경남신문 04면 종합

‘감찰·선거농단’ 사건에 이름 오르내리는 곤혹스러운 PK 

단체장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산진구 “LG사이언스홀 폐관땐 제품 불매 운동하겠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북구
‘文에 편지’ 북구청장, 이번엔 ‘복지특구’ 상경 호소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북구청 ‘동물복지대상’ 우수상… 구포개시장 철폐 공로 국제신문 18면 문화

중구 남포·광복 지하상가 무단점유 해결책 못찾고 진통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공무원 비리’ 고발 시민단체에 ‘유료 특강’ 로비 의혹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 앞바다, 411m 엘시티 솟았다 조선일보 16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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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람 삶 담은 ‘바다가’ 인정 받아 부산일보 17면 경제

공공보건의료계획 추진 평가 부산의료원, 최우수기관 선정 부산일보 25면 인물

“1년 이상 방치 부산의료원 한방진료실 정상 운영 추진” 부산일보 23면 건강

‘확대 가동’ 부산시 정무라인, 현안마다 ‘오작동’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시 관공선 늙어 가는데 국비 지원 ‘0’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예산 0원 성폭력예방센터 문 닫으란 말인가” 부산일보 11면 사회

“진료정보 공유 서비스 구축되면 환자·병원에 큰 도움 될 것” 부산일보 25면 인물

부산시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부산일보 06면 경제

아트센터·오페라하우스 주차대란 예고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표 사업’ 추진할 예산이 없다 국제신문 06면 경제

정보공개청구 급증… 민원 안들어준다고 100차례 요구도 국제신문 08면 사회

스포원, 작년비 매출 1000억원 급감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오늘 학대 피해 아동심리치료 발표회 서울경제 31B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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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8개 기관 ‘도로침하 방지’ 팔걷었다 아주경제 21면 사회

市, 지하시설물 직접 관리 도로꺼짐 막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공공 보건의료 최우수기관 선정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산 경제

북극 발전 ‘협력의 장’ 열린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마을기업이 빚어낸 부산 멋, 외국인 마음도 홀리다 부산일보 17면 경제

K성형외과병원, 의료관광 사업 결실 부산일보 23면 건강

“부산 제조업 해결책은 남북평화경제” 부산일보 16면 경제

대한건설협회 회장 P-K 대결 부산일보 03면 종합

‘동백전’ 피기도 전에 꺾일 위기 부산일보 01면 종합

타 지자체는 뛰어가는데 부산시만 특혜 시비에 ‘휘청’ 부산일보 08면 사회

인천시 ‘대박’ 비결은 ‘현장서 바로 할인’ 부산일보 08면 사회

“사회적가치에 투자” 선뜻 돈 내놓은 부산은행 노사 국제신문 19면 경제

부산 청년·신혼이 행복한 임대주택 3년간 7559세대 쏟아진다 국제신문 20면 부동산

“기발한 아이디어에 지원” 부산 소셜벤처 2곳 크라우드펀딩 국제신문 19면 경제

부산판 ‘안심상가’ 추진 국제신문 09면 사회

내년 공공 일자리, 노인 웃고 베이비부머 울고 국제신문 06면 경제

부산항대교 사업자 292억+α 챙겼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이케아 개점 임박… 지역 가구업계는 한숨만 국제신문 10면 사회

울산·부산 ‘워킹맘 고용률’ 꼴찌서 1·2위 국민일보 18A면 사회

부산금융산업 ‘컨트롤타워’ 설립 가시화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국제금융진흥원 밑그림… “시너지 vs 영속성 우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반갑다 오시리아관광단지…東부산 상권 ‘꿈틀’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부산 정치

기재부, 부산 현안사업 일부 예산 ‘수용’ 부산일보 05면 정치

30대 ‘당찬 싱글맘’ 부산시 예산 ‘의사봉’ 잡다 부산일보 05면 정치

조국 딸 사태 침묵하더니 ‘총선 출마설’ 시끌 부산일보 02면 인물

김기현 관련 제보 받은 文 행정관, PK 정보 수시로 수집 부산일보 04면 정치

‘유재수 수사’ 조국만 남았다 부산일보 04면 정치

바른미래 결국 분당 부산일보 03면 종합

PK 與총선 원팀… 의혹 연루 단체장 뒤로 빠지고 의원 전면에 부산일보 05면 종합

김기현 비서·송병기 檢조사 “유재수 의혹 김경수도 소환” 국제신문 01면 종합

청·검·경 ‘깊은 불신’… 여권 “합동수사·특검” 목소리 높여 국제신문 03면 종합

‘큰 꿈’꾸던 부산·울산·광주의 ‘넘버2’ 위기일발 국민일보 18A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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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ᆞ현직 동남권 부단체장 ‘정국 뇌관’ 경남매일 01면 종합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 오늘 출범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메가시티 비전위 출범 경남일보 03면 종합

부산 문화

아이를 위한 미술 체험 놀이터 부산일보 19면 문화

한·일 관계 칼바람 불어도 만화로 이은 풀뿌리 교류 ‘후끈’ 부산일보 15면 국제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TF 발족 국제신문 10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안 검증위 본격 활동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울경 5000명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 추진하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동남권 궐기대회.검증위 과제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울경 시도민 5000명 “관문공항 결단 내려라” 파이낸셜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출범 총리실 4개 분야 쟁점 따진다
경남도민일보 04면 자

치의정

부산역서 “동남권 관문공항 조속 추진” 경남매일 05면 사회

김해신공항 재검증, 소음·안전 등 4대 쟁점 경남신문 01면 종합

“김해공항 확장은 불합리 동남권신공항이 해결책” 경남신문 03면 종합

김해신공항 검증위 총선 앞두고 前정부 결정 뒤집을까 경남일보 03면 종합

‘지지부진 신공항’에 부울경 불만 누적 내일신문 04면 자치

동래구
16억 들인 ‘걷기 좋은 거리’가 불법 주·정차 거리? 부산일보 12면 사회

무속인 촛불 탓에… 부산일보 11면 사회

수영구 환자 담뱃불 탓에…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허위 출장 적발하고도 감찰 손 놨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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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빌딩 베이스점핑’ 법적 걸림돌 없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올해 부산시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에 임경모·이범철·신창호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베스트 간부에 임경모·이범철·신창호 국제신문 24면 인물

미세먼지 행정관할 안 따지는데 부처·지역별로 쪼개진 관리 

주체 
부산일보 11면 사회

월 20만 원 ‘부산형 아동수당’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단발 예산 年 120억, 월 양육비로 전환… 출산율 올라갈까 국제신문 03면 종합

“정 나눕시다” 정경진 전 행정부시장 생전 육성에 눈물 훔쳐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시, 故정경진 전 행정부시장 영결식 파이낸셜 29면 인물

부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 5.5%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지역 재난위험시설 45곳 달해… 96%가 아파트·연립주택 국민일보 23B면 사회

건강 과시·지역 홍보 일석이조… 단체장들의 운동학개론 서울신문 16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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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출 많아 지자체 재정난” 중앙일보 18면 전국

감 정 노 동 자 를  위 한  특 별 한  시 간  오 늘  부 산 컨 택 센 터 

소통콘서트
한국일보 14C면 부산

오늘 부산 컨택센터 상담사 ‘소통콘서트’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시, 공공보건의료 추진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지역 대리운전노조 23~31일 2차 총파업 예고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부산시, BIT 표출방식 개선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회의만 하는 마이스에서 함께 즐기는 축제로” 부산일보 18면 경제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 위한 컨트롤타워 ‘윤곽’ 부산일보 17면 금융

부산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활짝’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북극항로 물류 플랫폼·극지 산업화 절실”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부산 핀테크기업, 화재보험 10분내 가입 앱 만들었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일본산 수산물 2ｔ 국내산 둔갑해 유통 국제신문 08A면 사회

가리고 속이고…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 둔갑 ‘활개’ 한국일보 14C면 부산

국내산 둔갑 일본 수산물 판매 11곳 적발 경남매일 05면 사화

강소기업-청년 만남 오늘 부산 채용박람회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문성현이 꼽은 ‘부산 일자리’ 3대 성공사례 매일경제 12면 경제

“복잡한 인사관리 … ‘자버’ 클릭 몇번이면 끝” 매일경제 B06면 IT

부산 정치

핵심 사업 9개 반영, 부산 국비 7조 원 시대 가시화 부산일보 04면 정치

市 아세안 후속·엑스포 사업 3건 내년도 국비 반영 확정 

‘청신호’
국제신문 03면 종합

김영춘, 민주당 PK 대표주자 자리매김 ‘본격화’ 부산일보 06면 정치

“혹시 우리 영감도 물갈이?…” 속셈 바쁜 전직 시의원·단체장 부산일보 06면 정치

강경파에 제동 걸린 ‘김진표 총리’ 文 대통령 국정운영 가늠자 

되나
부산일보 05A면 정치

심재철 체제, 한국당 PK ‘안도 반 우려 반’ 부산일보 05면 정치

유재수 수사, 금융위 인사청탁 수사로 확대 부산일보 03면 정치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 출범 국제신문 06면 종합

“수도권 중심주의 극복ᆞ동남권 경제 부활” 경남매일 03면 종합

경·부·울 민주당, 총선 민심 선점 손잡았다 경남신문 04면 종합

민주·한국·하태경 해운대갑 ‘삼각 열전’ 국제신문 06면 종합

한국당, 대대적 물갈이 예고 부산 원외 대부분 경선 가닥 국제신문 06면 종합

원내대표 4수 실패… ‘벼랑 끝’ 유기준 국제신문 05면 종합

‘텔레그램 3인방’ 모두 조사 조국 이번 주 檢 소환될 듯 국제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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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중국 유학생 ‘빅마우스’ 초청, 부산 매력 대륙에 알린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SRT 수서역 찾아간 ‘부산관광홍보관’ 부산일보 18면 경제

장인화 vs 정정복, 첫 민선 ‘부산체육 수장’ 누가 될까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장인화·정정복 2파전 압축 부산일보 20면 스포츠

“오륙도등대 그림에 부산 역동성 담았습니다” 부산일보 24면 인물

오늘 부산서 동아시안컵 개막 한일전 넘어 男 3연패 노린다 부산일보 20면 스포츠

골동품 된 백남준의 ‘덕수궁’… 원형보전이냐 LED 교체냐 

‘딜레마’
국제신문 18면 문화

동남권 

대기환경청

“동남권 대기환경청 세워 미세먼지 관리를”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硏 “대기오염 관리 위해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 필요” 파이낸셜 04면 부산

“미세먼지 최악… 동남권 대기환경청 절실”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

평가

청렴도 희비곡선… 뚝 떨어진 부산시, 쑥 오른 시교육청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 청렴도 4등급… 3계단 하락 국제신문 06면 종합

국세청·제주도 낮고, 통계청·건보공단 최상위 내일신문 04면 정치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총선 바람에 또 흔들린다 경남매일 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재검증, 선거용이었나?” 경남일보 03면 종합

동구 “명란 발상지는 부산 동구” 초량에 ‘명란로드’ 만든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진구

LG의 ‘수구초심’…’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건립 부산일보 08면 종합

LG, 부산사이언스홀 폐관 후 IT·소프트웨어교육센터 전환 국제신문 02면 종합

LG, 부산에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조성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북구 금곡산단 4년 표류 끝… 내년 4월 첫삽 국제신문 09면 사회

사상구 “진주로 쫓겨간 600살 노거수 다시 부산으로…”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 ‘알박기 펜스’ 부지 강제수용 부산일보 01면 종합

엘시티 앞 ‘수상한 펜스’ 부지 강제수용 검토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에 YMCA 국제신문 09면 사회

12/11

부산 시정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문화대상’ 대상 수상 부산일보 25면 인물

끼임 사고 낭패 면하려면 다음 열차 타세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안전 지수’ 전국 최하위 수준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 부산일보 10면 사회

비싸고 위험하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안착할까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북구 청렴도 1등급… 기장군은 2단계 뛴 2등급 국제신문 09면 사회

무연고 죽음 애도하기엔… 턱없이 적은 장례 지원금 국제신문 08면 사회

‘하이라이트’ 건드려 불내는 고양이 많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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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수준 미세먼지 동남권에 대기환경청 설립을” 중앙일보 20C면 영남

‘독고탁마을’ ‘이현세거리’… 웹툰에 빠진 지자체 매일경제 30면 전국

하승철 부진경제자유구역청장 사회발전대상 행정부문 대상 경남매일 16면 경제

부산 경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부산 기업 4곳 

선정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시 올해 우수 창업기업 3곳 선정 부산일보 16면 기업

10년째 표류 수리조선단지, 또 ‘좌초’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열려도 북유럽 여행객 안 오면 ‘헛수고’ 부산일보 06면 종합

강제집행 폐업 자갈치 뷔페, 연말 행사 줄취소 고객 ‘분통’ 부산일보 02면 종합

“4차 산업혁명 맞아 플랫폼·스마트·혁신성장 집중할 것” 부산일보 24면 인물

임대료 0원… 부산 민관합동 ‘공유 오피스’ 내년 6월 문 연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ICT 융합 의료·헬스케어 시장 선점 노린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시 메디컬ICT융합센터 오늘 성과보고회 서울경제 29B면 전국

오시리아단지 트렌디·유스·문화예술타운 개발 본궤도 국제신문 03면 종합

정부-부산시 등 11개 지역 혁신도시 시즌2 상생 협약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5개 창업기업 中 기술협력 콘퍼런스서 풍성한 성과 국제신문 16면 기업

부산 스타트업 3곳 스페인서 우수기술 선봬 국제신문 16면 기업

중동 첫 엑스포에 ‘한국 IT꽃’ 핀다 중앙일보 B04면 경제

부산 창업 기업인들 성과 공유한다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내년도 부산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속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원칙 없는 黃 리더십’에 한국당 안팎 “비대위 출범해야” 부산일보 04면 정치

지역구 여성 의원 ‘제로’ 부산 총선판 내년엔 바뀔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여성 정치인 무덤’ 부울경, 지역구 금배지 다시 나올까 국제신문 05면 종합

친황·비황 불편한 동거… PK, 공천 좌우할 권력 향배 촉각 국제신문 05면 종합

선관위, 100만 원 찬조 뒤 취소한 원외위원장 고발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국비예산 7조 시대… 호남지역도 대폭 늘어 조선일보 03면 정치

구설 휘말린 민주당 광역단체장들 ‘우울한 연말’ 내일신문 04면 자치

부산 문화

3년 공백 부산시립합창단 새 예술감독에 이기선 부산일보 20면 문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입장권 판매 부산일보 22면 스포츠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양자대결로 가닥 부산일보 23면 스포츠

첫 민간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2파전 압축 한국경제 34A면 지역

민감한 中과 홍콩 축구팀 부산서 격돌… 치안 비상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아시안컵 챔피언십 축구대회, 부산서 개막 경남매일 10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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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아시안컵 챔피언십 개막 경남일보 17면 스포츠

“평생 갈고닦은 내공 보여주마” 실버 유튜버 시대 조선일보 14면 사회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신속히 검증해 달라” 부산일보 05면 정치

‘동남권 관문공항 총궐기대회’ 오거돈 불참 논란 국제신문 05면 종합

김해공항 소음피해 보상률 확정 하세월 국제신문 09면 사회

“국토종합계획 김해신공항 명시는 지역 무시”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망자 처리조사서, 부산시 문서고에 있었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남구 용호만 매립지 개발부담금 싸움, 남구가 항복 국제신문 08면 사회

동구 일제시대 명태 창고·이바구길 부산 동구, 관광 명소로 개발 한국경제 34A면 지역

동래구 도로 팠더니 수백㎏ 폐기물, 도대체 누가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하구 “100억대 피해” 구평동 산사태 증거보전 절차 돌입 부산일보 11면 사회

연제구 연일전통시장 상권 ‘오방 부활’ 날갯짓 부산일보 08면 종합

해운대구
관광 명소 훼손 ‘알박기’ 전국 첫 조례로 막는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해운대, 101층 엘시티 그늘에 떤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해양

나노위성

‘초소형 해양위성’ 부산서 만들어 띄운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시 해양 나노위성 제작 본격화 국제신문 15면 경제

부산,  해양나노위성 제작 본격화 6개 기관과 신산업 

공동업무협약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부산 해양신산업 시동…나노위성 만든다 서울경제 29B면 전국

해양 신산업 혁신 지원 나노 위성 제작 나선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해양신산업 육성 시동 나노위성 2기 만든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해양나노위성’ 만든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12/12

부산 시정

‘부산진역 CY’ 신항역 이전 본격화 부산일보 01면 종합

한·아세안 ICT빌리지 56억 확보… 부산진역CY 이전 순풍 국제신문 04면 종합

현대글로벌서비스 부산고용대상 수상 부산일보 14면 경제

‘2000억 땅’ 거저 빌려주라는 부산시, 도시공사는 ‘냉가슴’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 0점 부산일보 10면 사회

만덕교차로 ‘가로 6m 대형 싱크홀’ 발생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당한 지시라도 안 따르면 말 탈 기회 축소·박탈했다” 부산일보 10면 사회

사회적 재난·사고 당한 시민 누구나 안전보험금 받는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경제진흥원 중기부장관상 2관왕 국제신문 14면 경제

“풍산 대체부지 없인 GB해제 안 돼”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구치소 이전 정부예산 ‘0’ 10년 넘게 끈 사업 또 하세월 국제신문 01면 종합



2019년 시정일지

506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서부산 더 심했다… 도시철도 역내도 한때 기준치 초과 국제신문 02면 종합

22년 만에 오른 어린이집 급식비 고작 155원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에너지종합지원센터 만들어 온기 나누고 싶다” 국제신문 28면 인물

부산 교통정책 시민과 ‘通通’ 서울경제 32B면 전국

오늘 ‘부산 발전과 교육 미래 세미나’ 개최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경제

부산 고용률 10개월 연속 상승세 부산일보 14면 경제

6개월 만에 내팽개친 르노삼성 ‘상생 선언’ 부산일보 01면 종합

“상생” 6개월만에… 또 머리띠 매는 르노삼성 노조 조선일보 B01면 경제

“부산이 고구마 첫 재배지 랍니다” 관광기념품 ‘고구마 카라멜’ 

출시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40대 취업자 4년 만에 최대 폭 감소 국제신문 14면 경제

경영 악화 한국GM도 ‘인력 운용’ 놓고 갈등 조짐 조선일보 B02면 종합

지자체 ‘수소도시’ 선점 경쟁 후끈 한국경제 32A면 지역

파나시아 등 부산 기업 4개社 중기부 ‘100대 강소기업’ 선정 한국경제 32A면 지역

부산항만공사, 대만과 크루즈항로 확대 협력 경남매일 16면 경제

전국 4대 항만공사, 신기술 R&D 손잡았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바라볼 입’ 없는 ‘낙동강 벨트’ 부산일보 04면 정치

‘오규석 입’에 요동칠 기장군 부산일보 04면 정치

조국 겨냥한 黃의 ‘공천 승부수’ 통할까? 부산일보 05면 정치

PK 실세 다 옭아맨 유재수 부산일보 03면 정치

검찰, 조국 전 장관 3차 소환 조사 부산일보 11면 사회

세대교체 시작한 민주당… 중진용퇴 자취 감춘 한국당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5, 6명 채비… 들끓는 부산 남구 국제신문 05면 종합

2017년 청와대 감찰 시작되자 정권 실세들에 전화한 유재수 국제신문 06면 사회

정국 파행 와중에도… 지역구 사업예산 슬쩍 끼워넣고 늘려 동아일보 04면 종합

부산시 국비 7조 시대 개막…사상 최대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문화

‘영화·영상 산업도시 부산’ 위해 뭉친 젊은 제작자들 부산일보 16면 문화

‘부산 뮤지컬’의 힘, 제대로 보여줬죠 부산일보 17면 문화

20~22일 벡스코서 제3회 부산 건축박람회 부산일보 16면 문화

홍콩 vs 중국, 한국 vs 일본… 18일 ‘축구 전쟁’에 떠는 사직벌 부산일보 11면 사회

‘가짜 뉴스’ 판치는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시작부터 혼탁 부산일보 06면 종합

“이용관 대표 빨리 감사하라” 부산문화회관 노조 청구서 부산일보 11면 사회

동래 춤·전설 결합한 신명나는 춤판 국제신문 24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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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화산업 생태계 살리자… ‘센텀키즈’ 뭉쳤다 국제신문 24면 문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에 이기선 명예교수 국제신문 24면 문화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이기선 서울경제 35면 인물

동남권

신공항
오거돈 시장 “김해신공항 신속하게 검증” 경남매일 04면 사회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규명 위한 과거사법 국회 통과 무산 국제신문 06A면 사회

크라우드

펀딩 로드쇼

“크라우드펀딩으로 창업·중소기업 지원합니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크라우드 펀딩 오늘 로드쇼 개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시, 오늘 크라우드펀딩 로드쇼 서울경제 32B면 전국

시민과 함께하는 ‘2019 크라우드펀딩 로드쇼’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시 예산 

국비 7조 

시대

부울경 내년도 국비 증가, 현안사업 속도 붙는다 부산일보 12면 사회

최인호, 부산 핵심사업 9개 구했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시, ‘국가예산 7조 시대’ 개막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국비 7兆시대 작년보다 12.9% ↑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국비 7兆 시대… 월드엑스포 유치 힘받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국비 7조 시대 개막…사상 최대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해양수산인 

토론회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말하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내년을 해운 재도약 원년으로”… 정부지원 한목소리 요구 부산일보 08면 경제

해양수산업계 어려움 호소에 시간 가는 줄 몰라 부산일보 08면 경제

북구 부산 만덕대로에 가로 6ｍ 대형 싱크홀 국제신문 06면 사회

수영구 비콘그라운드 조성 본격화… 망미단길 상권 ‘들썩’ 국제신문 09면 사회

영도구 종교단체·개발조합 영도 재개발사업 갈등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엘시티 대형 보일러 유해물질 조사 ‘적합’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 소형 트럭·관광버스 주·정차시간 늘린다 국제신문 09A면 사회

12/13

부산 시정

吳의 ‘늘공’ 불신? 여성가족국장도 개방형 공모 추진 부산일보 03면 종합

신혼부부 감소율 울산 1위 부산 2위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하도급 업체 애로사항 적극 해결할 것” 부산일보 28면 인물

교통公 역대급 지역인재 채용… ‘부산형 일자리모델’ 기대 국제신문 02면 종합

“55보급창 이전 부산시가 해결하라” 국제신문 01면 종합

“터널 발파공사 소음·진동 울려 못살겠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아이디어” vs “세금 낭비” … 트리로 변신한 그늘막 쉼터 중앙일보 20면 전국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인근에 ‘문화 허브’ 한국경제 32A면 지역

공항공사, 에어포트포럼 2019 개최 경남매일 13면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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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오늘 낙동강국가도시공원 포럼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김해공항도 환승 관광객 무비자 체류 부산일보 01면 종합

산타의 계절…핀란드 ‘진짜 산타’ 처음으로 부산 왔다 부산일보 02면 종합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1년 더 연장” 부산일보 16면 경제

부산 아파트 5주 연속 상승 해·수·동 집값 급등세 ‘주춤’ 부산일보 16면 경제

사회복지법인 동일, 연말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탁 국제신문 27면 인물

부산 스타트업, 시민과 ‘크라우드 펀딩 모의고사’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형 나노위성 지역기업의 희망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자갈치 시장 찾은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 세무조사 

내년말까지 유예”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내년 성장률 2%대 장밋빛 전망 일색… 업계는 회색빛 국제신문 13면 경제

르노차 노사 출구 없는 대치… 시민사회 “상생 약속 지켜라” 국제신문 03면 종합

위기에 더 빛났다…’퀀텀점프’ 이끈 숨은 주역들 서울경제 B01면 기업

유망 스타트업과 혁신기술 공동개발…상생경영으로 ‘윈윈’ 서울경제 B02면 기업

차별화된 로컬상품 기획…지역 밀착형 백화점으로 우뚝 서울경제 B02면 기업

부산시 지난달 고용률 57.5%… 10개월째 오름세 파이낸셜 04면 부산

BPA, 4대 항만공사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 정치

‘부산發 이슈’에도 여전히 무기력한 부산 한국당 부산일보 03면 종합

‘예산 전쟁’ 후 PK 여야 표정 ‘극과 극’ 부산일보 05면 정치

“숨진 아이 부모가 눈물로 호소해야 법 통과되는 현실 개탄” 부산일보 05면 정치

새 간판 내건 ‘변혁’ 출발부터 ‘삐걱’ 부산일보 04면 정치

女風·중진 거취·구청장 낙마… 부산 원도심 총선구도 대혼돈 국제신문 04면 종합

PK공공기관 임원들 국회의원 꿈 이룰까 국제신문 04면 종합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檢, 조국 소환만 남았다 국제신문 06A면 사회

부산 문화

해운대, 바다 대신 ‘숲속’에 빠져볼까요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세계탁구선수권 마스코트 공개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재미와 교육 다 갖춘 숨은 신상 관광지 6곳 서울신문 34면 여행

“근현대사 관통하는 걸작들 짚어” 후한 별점 준 영화계 한겨레 02면 기획

부산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부산시, ‘하늘의 별따기’ 中 단체 관광객 유치 부산일보 16면 경제

다시 찾는 유커, 활기 찾는 부산 경향신문 12면 전국

단체 유커 방문… 부활 ‘신호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유커가 돌아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유커’가 부산으로 돌아오고 있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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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뉴딜 사업

부산 대항·하단·하리·청사포항 해수부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대항·하단·하리·청사포항 어촌 뉴딜300 사업 선정 국제신문 16면 농수축산

부산 어촌 4곳 뉴딜 사업 선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과거사법 무산에 부산시 “심히 유감” 경향신문 12면 전국

기장군
기장군 “부군수 내년엔 자체 임명” 부산일보 11면 사회

기장군 “부군수 곧 내부서 임명할 것” 국제신문 08면 사회

남구 부산외대 우암동 부지 청년 창업·주거 공간화 국제신문 06면 사회

동래구 안락동 수백㎏ 폐기물 처리 비용 누가 내나? 부산일보 11면 사회

북구 만덕대로 싱크홀, 상수도관 파열 탓 국제신문 06A면 사회

사하구 초정밀 부품 공장 밀집한 공단에 26층 아파트 공사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운대구 국비 30억 투입… 반송에 숲속야영장 들어선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12/16

부산 시정

‘사회적 질병, 외로움’ 논의 전방위 확산 부산일보 12면 사회

전문직 뒷전 복지부서… 이제야 부산 첫 사회복지직 국장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양항만 인력 공개 채용 잇따라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민식이법 시행 3개월 전… CCTV 설치 예산만 400억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 소각장 포화 닥쳐온 쓰레기 대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병원 신생아실 24시간 CCTV 경기도는 확대, 부산시는 미적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아이 多가치키움’ 정책 보육유공 최고영예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부산 경제

동일·동일스위트 ‘희망 나눔’ 성금 1억 전달 부산일보 25면 인물

조선기자재 회복에 내년 부산 경제 성장률 2% 전망 부산일보 17면 경제

내년 부산지역 경제성장률 2%대 전망 서울경제 31A면 전국

‘72시간 무비자 체류’… 김해공항 환승객 늘까 부산일보 03면 경제

각별했던 ‘고향 진주 사랑’, 그룹 발상지 ‘부산 사랑’으로 이어져 부산일보 10면 종합

산단공 ‘스마트 녹산산단’ 변신 앞장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 원전해체 中企 육성 市, 오늘 지원협의회 개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4차 산업혁명 전문인재 양성 지원 확대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오미자·사과 … 향토의 맛 담은 수제맥주 붐 매일경제 30면 전국

獨FAU연구소 부산지사 유럽 연구개발 과제 따내 서울경제 31B면 전국

부산시-산업부, 글로벌 산학협력 연구지원 결실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늦은 밤 ‘기재부 실력자’ 붙잡고 지역 예산 필요성 끈질기게 

설득”
부산일보 05면 정치

내년 부산시 예산 12조 5906억 원 확정 부산일보 05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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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예산 7.9% 늘어난 12조 5906억 원 국제신문 05면 종합

총선과 거리 둔 PK 유력인사들 ‘왜’ 부산일보 05면 정치

대한체육회에 ‘가짜뉴스’ 유권해석 의뢰 부산일보 11면 사회

보수진영 부산발 이합집산 시작됐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與, 현역의원 불출마지역 전략공천 국제신문 05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마스코트 ‘아나’ ‘온나’ 결정 부산일보 21면 스포츠

부산영상위 20년 파급효과 7586억 부산일보 10면 종합

‘반 토막 예산’에 지역작가 200명 거리 나앉을 판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의회, 문화예술 무지·몰이해가 ‘또따또가 사태’ 불러 부산일보 08면 종합

청소년 위한 ‘웹툰공작소’ 내년 2월 오픈 국제신문 21면 문화

BIFF의 가치, 5년 새 ‘반토막’ 국제신문 01면 종합

“칸 초대작은 팔려도 BIFF 상영작은 안 팔려” 亞 최고 

영화제의 위기
국제신문 20면 문화

활짝 열린 부산 뮤지컬 전용관 ‘오페라의 유령’도 두 달 머문다 한겨레 21면 문화

예술로 물든 부산…’한국의 마이애미’ 자리매김 서울경제 33면 문화

18일 ‘동아시안컵’ 중국-홍콩전 앞두고 긴장감 고조 경남신문 20면 스포츠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 재개발

부산외대 우암동 땅 LH가 공공개발한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침체일로 우암·감만동, 인구유입으로 활성화 ‘기대 부산일보 06면 사회

“미래 세대 먹거리 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부산일보 06면 사회

유재수 

비위 행각

“유재수,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수수”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받은 유재수 국제신문 01면 종합

‘명절선물·책값 대납’ 시키고 오피스텔·골프텔 무상 사용 국제신문 03면 사회

檢, 민정라인 직무유기 조준… 靑 “규정대로 감찰” 강력 반발 국제신문 03면 사회

빌린 돈 안 갚은 유재수 알고보니 잠깐 주춤… 9년간 5억 넘게 

올랐다
경향신문 08면 사회

“유재수 비리 특감반서 이미 확인”… 조국, 사법처리 못 피하나 국민일보 12면 사회

끝없는 요구 유재수, 부산 부시장 때도 ‘비위 행각’ 세계일보 08면 종합

檢 “유재수, 부산 부시장 때도 금품수수” 매일경제 31면 사회

해운대 

엘시티

“거주·숙박업 다 된다더니…” vs “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다” 부산일보 02면 경제

해운대 부동산 쇼핑 외국인도 가세 국제신문 16면 경제

3면 바다 조망 프리미엄만 5억 이상 부산 집값 상승 시발점 

엘시티 더샵
서울신문 12면 전국

부산 청년 

기운 업 

프로젝트

부산 ‘청년 기운 업’ 프로젝트 시작 국민일보 15A면 사회



시정 이모저모

511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부산 청년 氣살리기 ‘파이팅 3종세트’ 101억 투입 아시아투데이 26면 지역

부산청년 주거·일자리 내년 101억 규모 지원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2019 부산

수출대상

올해 부산수출대상 파나시아 수상 영예 부산일보 17면 경제

무역분쟁의 파고 뛰어넘은 부산 수출기업들 한자리에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수출대상에 파나시아 이수태 대표 경남매일 16면 경제

사상구 옛 지역구 ‘사상’ 각별히 챙긴 文 대통령 부산일보 05면 정치

사하구 방치됐던 다대부두, 복합 마리나항으로 거듭난다 부산일보 03면 경제

연제구 연제 이마트타운, 트레이더스로 축소해 짓는다 국제신문 17면 경제

12/17

부산 시정

부산시 “센텀2지구 대체 부지, 시역 안에서 해결” 부산일보 08면 종합

4년 전 부산서 실패 ‘택시협동조합’, 이번엔 시동 걸까 부산일보 02면 종합

이름뿐인 ‘부산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부산일보 10면 사회

2025년 부산 총가구 수 경남에 역전 부산일보 06면 부동산

부산 2047년 가구 수 128만… 감소 속도 1위 국제신문 06면 종합

행안부 개선책으론 허위출장 관행 막기 어림없다 부산일보 11면 사회

“지방 세무공무원 무더기 은퇴, 대책 서둘러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동절기 강제집행 말라” 철거민 분뇨 소동 부산일보 11면 사회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명예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국제신문 24면 인물

해사전문법원 부산·인천 유치전 치열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부산 ‘쿱택시’ 출범… 택시 완전월급제 대안 될까 국제신문 06면 종합

엄광·구덕·승학산 3곳 걸친 ‘국립 산림단지’ 추진 무산 국제신문 08면 사회

황령산 스노우캐슬 또 제동…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구 

받아
국제신문 09면 사회

“청년문제 해결 첫단추는 청년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조리 개선” 장례도 미뤘는데 마사회는 “못 치른 경주 할 것” 국제신문 12면 사회

부산시, 101억 투입 ‘3종세트’ 지원 아주경제 25면 사회

보육사업 발전 기여 공로 부산시 ‘대통령 기관표창’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2019 부산벤처기업인상 신종호 대표 등 5명 영예 부산일보 16면 경제

오늘 ‘벤처인의 날’ 기업인 16명 시상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서울 집값 잡기 초강수, 부산 영향은 제한적 부산일보 06면 종합

“팔색조 부산 매력, 유럽에도 통할 것” 부산일보 18면 교통

“원전해체 10년 뒤 123조 시장… 부산중기 특화기술 시급” 국제신문 12면 경제

대출 축소·보유세 강화 핵심… 부산영향 적지만 풍선효과 우려 국제신문 06면 종합

지역화폐 ‘동백전’ 연내 시범발행… 디지털바우처와 중복 논란 국제신문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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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 물류센터, 市 늑장행정에 1년 문닫을 판 국제신문 12면 경제

미역으로 만든 친환경 종이컵 어때요 조선일보 B08면 라이프

부산테크노파크 강소기업 1000개 육성, 고용률 70% 달성 한국일보 14C면 부산

아시아나 인수 대금 조달 총력 HDC현산, 현금흐름 문제없나 아주경제 13면 경제

바이오항노화산업 육성사업 오늘 성과보고회 파이낸셜 04면 부산

한국남부발전, 신재생 에너지 앞장 한국경제 31A면 지역

부산 전략사업 선도기업에 동남·태웅 등 87개社 한국경제 31A면 지역

“부산TP 미래비전 키워드 플랫폼·스마트·혁신성장”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부산 정치

40대 부시장·정책수석, 유재수·박태수와 ‘닮은 듯 다를까’ 부산일보 03면 종합

룰도 없이 막 오른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들 ‘깜깜이’ 등록 부산일보 01면 종합

PK 총선 ‘간판’ 절실한 與, 수도권 거물급에 ‘SOS’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공천위원장 PK 출신이 맡나 부산일보 05면 정치

오규석 “불출마”… 셈법 복잡해진 기장군 총선 판도 부산일보 05면 정치

여권, 또다시 검찰과 ‘날 선’ 대립각 부산일보 04면 정치

檢 ‘유재수 감찰’ 조국 소환 부산일보 10면 사회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예비후보 ‘깜깜이’ 등록 시작 국제신문 01면 종합

단체장 불출마, 요동치는 기장·북강서을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초유의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상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닷새 만에 또 검찰 불려간 조국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문화

20년간 영화·드라마 1391편 촬영 지원… 경제적 파급효과 

7500억
국제신문 18면 문화

관중석 텅텅…‘2류 대회’ 전락한 동아시안컵 한겨레 24면 스포츠

2030 부산

엑스포

‘신공항 과업’ 안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범정부 조직 출범 부산일보 08면 종합

2030부산박람회 범정부 유치단 가동 국제신문 03A면 종합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시동 국민일보 18B면 사회

세계엑스포 유치운동 본격화 한겨레 17면 경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정부가 나선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속도낸다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세계박람회’ 범정부 유치기획단 가동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시 신임 

정무직 임명

또 기재부 출신 與전문위원… 부산 경제부시장에 박성훈 씨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 경제부시장에 또 여당 전문위원 임명 동아일보 12면 사회

부산시, 경제부시장·정책수석 40대 기용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성훈 또 與전문위원 낙하산 논란 매일경제 12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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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 ‘40대 젊은피’ 앞세운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시 2기 인사 방향 `안정적 변화ᆞ성과 체감` 경남매일 06면 지역

부산의료원 

개원 

143주년

뇌혈관 센터 내달 개원… 골든타임 취약지역 응급의료 벨트 

구축
국제신문 23면 건강

부산노인전문 제 4병원도 직접 맡아 운영 국제신문 23면 건강

부산종합

촬영소

‘부산종합촬영소’ 실내·야외 모두 기장에 짓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기장 ‘부산영화촬영소’ 건립 본격화 국제신문 03면 종합

12/18

부산 시정

부산항 등 주요 항만 내년부터 ‘대기질 관리구역’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산 실정 모르는 연이은 낙하산… 불안·걱정·반발 부산일보 04면 종합

시민건강재단 설립, 눈치만 보는 부산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신항관리센터 내년 초 출범 노조 “직원 고용승계 

보장하라”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부마항쟁 정신계승’ 부산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교통공사 기술대전 국제신문 09면 사회

‘올해의 인물상’ 김해영·윤준호·유기준·김도읍 의원, 박재복 

회장
국제신문 24면 인물

10월에도 신항 같은 부두서 사망사고… 안전 컨트롤타워 부재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오늘 ‘마을건강센터’ 성과 공유 서울경제 29B면 전국

부산 58곳 마을건강센터 화합의 장 마련 파이낸셜 04면 부산

울산·부산 등 미세먼지 토론 내일신문 18면 정책

부산 경제

뜨는 수소 연료전지 부산 사업 충전 제로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범 케이스’ 비젼테크 회동석대산단 사업마저 ‘제자리걸음’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시 동백전 강행에 추진단 전격 해산 선언 부산일보 15면 경제

서울 뭉칫돈 유턴, 부산 부동산 시장 또 흔드나 부산일보 03면 부동산

‘조선통신사 조엄 이야기’ 부산기념품으로 개발 부산일보 24면 인물

BIFC 꼭대기층 90억에 예탁원 품으로… 일부 시에 무상임대 국제신문 02A면 종합

예탁결제원, 부산 BIFC 63층 90억원에 매입 한국경제 32A면 지역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스타트업 트라이얼 데이 국제신문 24면 인물

‘노 재팬’으로 줄어든 日노선, 동남아 차지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벤처기업인상 코닉스 안지영 씨 등 5인 국제신문 15면 경제

“기술혁신과 경영성과 탁월”… 올해 벤처기업인 16명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규제 탓에… 미음 풍력부품 녹산 거쳐가는 ‘고생 수출길’ 국제신문 14면 경제

그랜드호텔 폐업 강행에 노조 소송 예고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알바 일자리 줄고 초단기는 늘어… 고용질 악화 국제신문 06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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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구당 평균 부채 6217만 원 국제신문 06면 종합

인천에도 둥지 튼 부산대표 항공사 … 더 멀리, 더 널리 난다 매일경제 C07면 특집

비엔그룹 산업포장·산업부장관 표창 수상 경남도민일보 10면 경제

부산항만공사, 2019 사회적가치ᆞ혁신 페스티벌 개최 경남매일 12면 인물

부산항에 ‘안전연동형 임대료’ 도입 내일신문 14면 산업

부산시 ‘벤처투자 생태계’ 확장 나선다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부산 정치

부산 3대 표밭 “총선서 지역발전 적임자 뽑을 것”
아시아투데이 04면 정

치

정당지지율 민주당 38.3% 한국당 34.5% 박빙
아시아투데이 04면 정

치

현직 의원 지지여론, 20~40대·여성층서 많아
아시아투데이 04면 정

치

부산 문화

예산 반 토막 ‘또따또가’ 거리 내몰릴 위기 면했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장인화·정정복 씨, 부산시체육회장 선거 후보 등록 부산일보 22면 스포츠

市체육회장 선거 후보 장인화·정정복 등록 ‘2파전’ 부산일보 23면 스포츠

부산영상위 수장 첫 공개모집, 결론 없이 ‘페이드 아웃’ 부산일보 08면 종합

“후배 작가들 위해 부산미술사 기록 정리해 남길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사물에 담긴 추억·사연이 거미줄에 엮인 듯… 국민일보 23면 방송

얽혔다가도 끊어지는 실… 사람과 사람 사이 같지 않은가요 조선일보 21면 문화

홍콩 아트페어 주춤한 사이, 미술시장 허브 꿈꾸는 부산 한겨레 20면 문화

‘3년 공전’부산촬영소 건립 급물살 헤럴드경제 12면 전국

투자 플랫폼 

‘MUST’ 창설

지역혁신·투자유치 투자 플랫폼 개최 부산일보 14면 경제

부산시, 금투협과 벤처 투자 유치 플랫폼 연다 국제신문 15면 경제

‘벤처시장·자본시장 첫 공동 투자플랫폼’ 부산서 탄생 국민일보 19B면 사회

혁신 창업社 투자유치 첫 플랫폼 행사 ‘주목’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종합

촬영소

우여곡절 끝 합의 ‘부산종합촬영소’… 지리적 한계 돌파구 

찾아야
국제신문 18면 문화

기장군 부산영화촬영소 건립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27면 지역

‘영화 메카 꿈’ 부산종합촬영소, 기장군에 건립 확정 한겨레 13면 전국

“부지 안전성 강화” 부산 촬영소 건립 탄력 서울경제 29B면 전국

영진위-기장군 한발씩 양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물꼬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예산 없어 개점휴업 국제신문 01면 종합

수준급 전시 하나에 10억 드는데… 올 예산 23억 불과 국제신문 06면 종합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재수-박민식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빅매치 예고 부산일보 06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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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돌입… 총선 레이스 스타트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격전지 북강서갑·연제… 정치적 숙적 ‘엔드게임’ 돌입 국제신문 03면 정치

거물급 PK 정치인 발빠른 등록 왜 국제신문 03면 정치

유재수 감찰

중단 파동

“책임은 나에게…” 입 연 조국 전 장관 부산일보 11면 사회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정무적 최종 책임 내게 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동구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대한민국 복지문화 대상 헤럴드경제 24면 인물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전 직원 출장 여비 예산 30% 삭감” 부산일보 04면 종합

12/19

부산 시정

기장에 부산 첫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 부산일보 11면 사회

‘해양산업 규제자유특구’로 해양수도 입지 굳힌다 부산일보 08면 종합

‘바닷속 시설’ 지자체가 세금 매길 수 있게 됐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새 세원’ 미소 짓는 지자체, ‘세금 폭탄’ 울상 짓는 해양기업 부산일보 03면 사회

사직역~부전역 잇는 ‘초읍선’ 다시 추진 부산일보 01면 종합

‘컨 사고’ 신항 부두 현장 안전조사 한 번도 안 받았다 부산일보 06면 종합

부산시 공무원 ‘발상의 전환’… 세금 122억 아꼈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보육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국제신문 28면 인물

부산시의회 우수의원 6명 오늘 시상식 국제신문 28면 인물

혼잡통행료·어린이 무료요금 부산시, 슬그머니 없던 일로 국제신문 01면 종합

“국회가 나서 日과 굴욕 협상” 부산 소녀상 앞 터져나온 분노 국제신문 08면 사회

“중앙 권한·재정, 지방에 효율적 이양해야” 리더스경제 15면 종합

부산시설공단,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 경남일보 11면 인물

부산시 법정한도까지 개방직 확대… ‘늘공’ 불만 확산 문화일보 13면 전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 상생발전대회서 최우수상 내일신문 19면 정책

부산 경제

크루즈 선상파티 무료로 즐겨 보세요! 부산일보 15면 경제

‘자갈치 크루즈’서 선상 파티 어때요? 한국경제 32A면 지역

내년 부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 해운대구 1위 부산일보 15면 경제

“많이는 잡아도 쓸 만한 게 없네” 씁쓸한 고등어 만선 부산일보 06면 종합

어민은 어려운데 장관은 ‘탁상공론’만 부산일보 06면 종합

수학으로 의료산업 현안 푼다 국제신문 14면 경제

부산 8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지원기금 17억 조성 국제신문 14면 경제

상공인 반발 뒤로한 채…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30일 출시 국제신문 08면 사회

논란의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30일 출시 한국일보 15C면 부산

2년 새 7명 사망 ‘위험한 부산항’ 국제신문 01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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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ｔ ‘컨’·중장비 아차하면 흉기로… 일터 곳곳 ‘지뢰밭’ 국제신문 03면 종합

컨 밀림방지 장치·안전 신호등 설치 사고 나흘 만에 부랴부랴 

대책 내놔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항 물동량 증가율 9년만에 최저 국제신문 06면 종합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안전사고 내면 임대료 오른다 한국일보 15C면 부산

LCC 구조조정 신호탄…’적자 하늘길’ 생존경쟁 시작됐다 매일경제 05면 경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10% 할인” 다온나마켓 개최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시-기장군 부군수 임명 갈등 협의회 만들어 해결하기로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군수 임명권 갈등’ 부산시·기장군, 협의회 통해 해결키로 국제신문 09면 사회

당정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최대 40% 참여 

유도”
부산일보 11면 사회

“우주 기운 모이는 날 택일…” 후보 등록도 ‘때’가 있다 부산일보 04면 정치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도 ‘서병수 기획수사’ 시도 의혹 부산일보 02면 종합

첫 소환 이틀 만에 조국 또 소환 부산일보 10면 사회

대세몰이형·전략형·감성형… 사무소 위치 보면 전략 보인다 부산일보 04면 종합

한국당 장외집회 ‘부역’ PK공천 최대 변수되나 국제신문 04면 종합

깐깐해진 검증 잣대… 예비주자들 발목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예비후보 출판기념회도 봇물 국제신문 04면 종합

檢 총리실 압수수색에… 與 ‘하명수사’ 특검 압박 국제신문 05면 정치

지방분권 논의 시도지사협의회 9차 회의 부산 개최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민주당 중앙당 특별위원회 지정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 중앙당 특위 지정 경남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부산식 다방 되살려 문화용광로 만들어야” 국제신문 28면 인물

적산가옥이 동네 사랑방으로… 폐공장이 갤러리로 재탄생 동아일보 16면 기획

버려졌던 건물서 ‘별밤 영화관’ 열리다 동아일보 16면 기획

강렬하고 신비롭고 하늘도 대지도 ‘작품’ 세계일보 20면 여행

‘구도심 재생’ 다큐 ‘부산을 그리다’ 방영 리더스경제 15면 종합

부산영상委 20돌 ‘새로운 도약’ … “亞 영화·영상산업 선도”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마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조례 제정 가속 아시아투데이 26면 지역

UFC 부산

정찬성·프랭키 에드가 등 부산 UFC 팬들과 만났다 부산일보 26A면 스포츠

첫 UFC 대회에 부산이 달아오른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종합격투기대회 ‘UFC 부산’ 21일 열려 서울경제 32B면 전국

남구 남구 전시행정에 멈춘 이기대 청춘열차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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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의회와 협업… 매년 세입 10억 이상 올려 서울신문 14면 기획

북구 북구 특성 담은 ‘구포 맥주’ 곧 개발 부산일보 12면 사회

서구 대체 보행로 없이 공사… 차도 걷던 70대 차에 치여 숨져 국제신문 10면 사회

사하구 시세 보다 낮은 임대료 받은 시의원 고발 국제신문 10면 사회

12/20

부산 시정

부산시설공단 교육메세나탑 최고상 수상 부산일보 27면 인물

부산銀, 12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경남일보 12면 인물

부산항·신항 8개 부두 긴급 안전 점검 부산일보 12면 사회

어린이대공원서 하나둘 사라진 거위… 도대체 무슨 일이 부산일보 02면 종합

‘미군 주도 8부두 설명회’ 강력 반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여성가족국장 개방형 임용 철회를” 부산일보 10면 사회

“음지서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관에 박수를” 부산일보 27면 인물

부산 북항 1단계 마리나 사업 내년 6월 착공 국제신문 01면 종합

내년 초·중 와이파이망 고교까지도 확대 추진 국제신문 04면 종합

“동남권대기청 절실” 설립 요구 쏟아져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시 직원들 ‘사랑의 헌혈’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성호 씨 내정 국제신문 16면 경제

BRT 공사에 차도·보도 구분없이 뒤섞여… 사고날까 ‘조마’ 국제신문 08면 사회

하청에 재하청 5만7000명… 고용 형태 제각각, 책임 모호 국제신문 03면 종합

마산~부산~울산~신경주, ‘전동열차’ 달린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대구·울산도 인구재앙 10년 내 ‘소멸위험지역’ 진입 한국경제 01면 종합

흉물된 공장, 세 집 건너 빈집 … 농촌 아닌 인천·부산의 현실 한국경제 10면 기획

부산 경제

‘거리 나앉은’ 부산 마이스, 벡스코 3전시장 전액 시비 추진 부산일보 02면 종합

올 부산항 물동량 1.1% 증가 그쳐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내년 100조 투자 발굴해 2.4% 성장”… 정부 목표 낙관 논란 국제신문 04면 종합

40대 창업기업 바우처 제공·중장년 실업자 특화훈련 국제신문 04면 종합

“수산물 블록체인 물류시스템… 방사능 정보 제공 과제” 국제신문 16면 경제

BPA, 안전관리에 올해만 300억 투입 국제신문 03면 종합

“영도 고구마로 만든 조스카라멜, 부산 대표상품 기대” 국제신문 24면 인물

동남권 유망스타트업-투자자들 상생 모색 ‘열기’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日 수출규제 여파에 … 부산항 물동량 ‘비상’ 한국경제 30A면 지역

부산항 제2신항 피해주민 지원대책 수립 시작 경남도민일보 02면 종합

부산항 제2신항 민관협의체 출범 경남매일 05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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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폐 ‘동백전’ 지역경제 꽃 피운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정치

PK 출신 차기 대권주자들 총선 행보 ‘각양각색’ 부산일보 05면 정치

한국당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부산진갑 출마 ‘왜?’ 부산일보 04면 정치

“자고 나면 신당” 군소정당 우후죽순 부산일보 03면 정치

‘항만 김용균법’ 만든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새로운보수당 내달 5일 창당 국제신문 06면 정치

부산 문화

남자 ‘체면치레’ 여자 ‘의외선전’ 대회 ‘흥행참패’ 부산일보 26면 스포츠

해운대해수욕장서 국제 철인 3종 경기 열린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영상위 출범 20년…영화·영상물 1391편 촬영지원 문화일보 13면 전국

동남권 

신공항
정부 항공산업 키운다면서… 지역 관문공항 건설엔 ‘침묵’ 국제신문 05면 종합

벡스코

·누리마루 

시민 개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벡스코·누리마루 시민 개방 부산일보 11면 사회

한·아세안 정상회의장 시민에게 문 연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한·亞 특별정상회의장 개방합니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장 시민에 개방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외교 

결산

부산, ‘신남방·신북방 외교도시’ 부각된 한해 한국일보 14C면 부산

“올 도시외교 최고 성과… 신남방·신북방 정책 보조”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한·아세안 허브도시 떠오른 부산 파이낸셜 01면 종합

기장군 부산 기장군에 도시농업공원 조성한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 부지 ‘상업화’ 밀어붙이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옛 해운대역 부지 ‘상업화’ 강행하나 국제신문 10면 사회

12/23

부산 시정

“조직 안정화·성과 창출” 오거돈 2기 출범 부산일보 12면 사회

市, 4급 이상 인사 단행… 안정·전문성 초점둬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시의회 ‘외로움 치유 컨설팅’ 내년 추진 부산일보 10면 사회

“폐지 30㎏ 주워도 1200원, 그래도 소중한 내 직업” 부산일보 01면 종합

천마산터널 피해 주민들 “보수 필요없다, 수용보상하라” 부산일보 10면 사회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내년 초 환경평가 국제신문 09면 사회

의욕만 앞선 부산 스쿨존 정책 흐지부지 국제신문 08면 사회

영도·동래구 관급공사 알선 뒷돈 챙긴 브로커에 징역 2년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에 무대응… 감염사고 우려 국제신문 09면 사회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도와 달라”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면접 정장 대여 ‘드림옷장’ 부산, 내년 3월까지 쭉~ 서울경제 27B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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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성장 지원 위해 적극 소통” 파이낸셜 04면 부산

양산시 인구 35만 돌파 “부산시 덕분에”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부산항 신항 경쟁력 강화 위해 ‘원 포트’ 통합 시급 부산일보 04면 종합

청산계약 ‘불발’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또 ‘암초’ 부산일보 02면 종합

공동어시장 법인 청산 해 넘기나… 지분율 등 이견 국제신문 16면 경제

‘신차 놓칠라’ 불안한 르노삼성, ‘경제 죽을라’ 불안한 부산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관광 매력 넘쳐…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더 필요” 부산일보 25면 인물

연 생산유발효과 10조, 부산 해양산업 미래 밝힌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안전성 문제로 최종 입지 확정까지 3년 6개월 걸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BPA, 내년 예산 첫 1조 시대 연다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관광 올해 최고 이슈 ‘해외 여행객 다변화’ 국제신문 03면 종합

신세계 센텀, 여전히 지역업체 홀대 국제신문 16면 경제

부산 정치

기성정치에 반기 든 부산 ‘젊은 보수들’ 부산일보 06면 정치

민주당 ‘PK 총선 공략’ 차관급 인사 영입 박차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당, 차관출신 인사 PK 전진 배치 ‘총선 승부수’ 국제신문 04면 정치

뿔난 펭수 “총선 후보자들, 나랑 친한 척 마세요” 부산일보 06면 정치

한국당 ‘맏형’ 리더십 부재, 보수 ‘각개약진’ 현실화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국 기소 이르면 이번 주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 출마 ‘서울갈매기’ 다주택이 변수 국제신문 04면 정치

이재오·홍준표·이문열 ‘국민통합연대’ 오늘 출범 국제신문 04면 정치

부산 문화

부산영상위 20년은 ‘영화도시 부산’ 20년 발걸음 부산일보 19면 문화

‘가짜 뉴스’ 정정복 후보에 경고 부산일보 11면 사회

“새롭고 신선한 부산 영상 콘텐츠, 영상위가 돕는다면 왓챠서 

방영”
국제신문 20면 문화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회 동정 필요없어… 진상규명 바랄 뿐” 국제신문 25면 인물

한·일 시·도·

현지사 교류

회의

한·일 ‘청년고용 실무회의’ 설치 부산일보 03면 종합

한일 8개 광역단체장 회의 “지역 교류 계속하자” 경남도민신문 03면 종합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고용창출 공동대응키로
경남도민일보 05면 자

치의정

한일 ‘청년 고용 창출’ 뜻 모았다 경남신문 02면 종합

한일 8개 단체장 “지역 교류 계속” 경남일보 03면 종합

한·일 8개 광역단체장, 청년고용대책 머리 맞댔다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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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산항 

생화학물질 

반입

“생화학물질 반입” 신뢰 저버린 미군 부산일보 01면 종합

비활성화 시료라 안전? 못 믿을 생화학물질 반입 해명 부산일보 04면 종합

美 “8부두 생화학 실험안해”… 시민 “시설 철거하라” 국제신문 10면 사회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사 개발 ‘깜깜이 용역’ 뿔난 해운대구청 MOU 안 

맺기로
부산일보 05면 종합

12/24

부산 시정

원도심에 ‘무목적이 목적’인 청년 공간 들어선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시민인권보호관·학생의회 신설 근거 마련 부산일보 11면 사회

올해 부산 최고 히트 상품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관광공사 ‘희망 리어카’로 특별한 사회공헌 부산일보 18면 교통

‘말만 앞선 행정’ 오페라하우스 또 빨간불 부산일보 01면 종합

BPA만 쫓던 부산시, 나머지 1500억 어떻게 충당하나 부산일보 05면 종합

보유량 고작 3.7일분… 겨울철 ‘혈액 대란’ 또 비상 부산일보 04면 종합

사고 무인 타워크레인 재설치 추진에 반발 부산일보 12면 사회

“생화학물질 없다”던 국방부·질병본부 거짓말 후폭풍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에 대한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세상 만들 것” 부산일보 24면 인물

부산항 북항 AMP 설치 미세먼지 줄인다 국제신문 14면 농수축산

“공공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두고 포괄적 지원 필수” 국제신문 24면 인물

부산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대상 서울경제 33B면 전국

부산 가구 3.5% ‘라돈 초과 의심 생활물품’ 보유 문화일보 13면 전국

주민참여·에너지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 열다 헤럴드경제 05면 기획

부산 경제

성적표 좋은 부산~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일보 12면 사회

10년 공들인 부경대 수산 네트워크 맥 끊길 판 부산일보 02면 종합

점점 벌어지는 동-서 아파트값 해·수·동 ‘해안선라인’만 독주 부산일보 03면 종합

부산 고령 농업인 정보화기기 활용 ‘껑충’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GRDP 인천에 다시 앞섰지만…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 히트상품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정치

부산 총선 곳곳 ‘리턴 매치’ 구도, 신인이 깰 수 있을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살아남을 PK 현역 의원·원외 위원장 극소수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 PK 총선 차관급 인사 대거 투입 부산일보 08면 정치

부울경 예비후보 ‘男·5060세대·정치인’ 여전히 강세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국당 공관위원장 공모… 김문수·최광·장기표 ‘상위권’ 국제신문 05면 종합

PK 2030세대 여의도행 산 넘어 산 국제신문 05면 종합

한·일 8개 시·도·현 “청년고용 협력” 합의 한겨레 12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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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화

“부산시의 문학관 지원, 호소하고 싶어요” 부산일보 22면 문화

배고픈 지역 예술가의 절박함 이를 미끼 삼는 정치판과 대학 국제신문 19면 문화

‘경자년 해맞이’ 어디서 할까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김해경전철과 즐거운 성탄절”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문화재단, 거리예술 워크숍 개최 경남일보 16면 문화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조국 구속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영장 부산일보 10면 사회

‘감찰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 송병기, 檢 도·감청 의혹 제기 국제신문 01면 종합

비위내용 파악 여부 쟁점… 정무적 판단 직권남용 인정될까 국제신문 06면 종합

檢, ‘조국, 유재수 비위 알고도 덮어… 국가 기본 흔든 범행’ 

판단
국민일보 06면 사회

부산외대 

부지 개발 

업무협약

우암동 부산외대 땅 개발 업무협약 체결 부산일보 11면 사회

시-LH, 부산외대 부지 공공개발 협약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외대 이전적지, 혁신산업·창업공간 거점으로 육성 한국일보 16C면 부산

옛 부산외대 부지 혁신창업공간 개발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옛 부산외대 부지에 행정타운 LH, 부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제 27면 건설

부산외국어대 터에 청년창업지원공간 한국경제 27면 부동산

르노차 위기

르노차 파업에 생산량 반토막 국제신문 01면 종합

공장 가동률 급락… 내년 신차 물량 확보 리스크 증폭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르노삼성 산업위기 특별지역 검토 매일경제 20면 기업

파업 직격탄 르노삼성 협력업체 ‘최악의 연말’ 헤럴드경제 12면 경제

부산대개조

‘부산대개조’ 사업에 가속도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대개조’, 특별 관리로 ‘가속도’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포문 연 ‘부산 대개조’ 혁신도시로 변신예고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미래유산

부산시, 유·무형 20건 ‘미래유산’ 선정 한국일보 16C면 부산

부마민주항쟁 등 20건 ‘부산 미래 유산’ 선정 서울경제 33B면 전국

산복도로·돼지국밥 등 ‘부산 미래유산’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마항쟁·돼지국밥 등 20건 ‘부산미래유산’ 선정 경남신문 08면 자치의정

부산시, 미래 유산 20건 선정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사상구 사상 행정복합타운 입주 공공기관 축소 국제신문 02면 종합

수영구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엉터리 준공허가 국제신문 09면 사회

해운대구

해운대 ‘알박기 펜스’ 뽑기, ‘80억 땅값’에 막혔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신세계 센텀 야외주차장 부지 개발 올해도 물 건너갔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해리단길 ‘주차장 조성’ 볼모로 상업시설 요구한 철도시설공단 국제신문 08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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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앞 펜스 책임 두고 해운대구·도시공사 서로 네 탓 국제신문 09면 사회

12/25

부산 시정

“’부경항만공사법’ 제정으로 해양자치권 확보를” 부산일보 13면 경제

라돈 방출 의심 물품 ‘라텍스 매트·베개’ 최다 국제신문 09면 사회

부산 100가구 중 4가구 ‘라돈 초과 의심 물품’ 국민일보 15면 사회

에어비앤비 불법영업 부산시 뒷북 단속 국제신문 02면 종합

“부산경제 희망찬 얘기 좀…” 이브날 버럭한 오 시장 국제신문 12면 경제

‘인구 기둥’ 베이비부머도 부산 등진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노조 “오거돈 시장, 반노조 정서 한몫” 반발 경향신문 13면 전국

부산 경제

명서·명동2 일반 산단 지정계획 반영 부산일보 13면 경제

부산 강서구 2곳, 북구 1곳 산단 개발 승인 국제신문 12면 경제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 역대 최고 부산일보 13면 경제

수입선 다변화로 LNG 가격 경쟁력 확보해야 부산일보 16면 부산

부산공유기업협회 출범 규제 완화 등 공동 대응 국제신문 13면 기업

“지역 IT 인재 활용해, 부산에 웹케시 R&D 센터 추진” 국제신문 20면 인물

부산 게임 일본 진출 지원 업무협약 국제신문 12면 경제

부산 부동산거래량 전달 대비 50% ↑ 국제신문 02면 종합

BPA, 미세먼지 없는 부산항 만들기 본격화 한국일보 12면 부울경

“내년 부산 성장률 2% 올해보다 괜찮아진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부산 정치

부산 남구 갑·을 이번에도 살아남을까 부산일보 06면 정치

통폐합 1순위 남갑·을 변수 많아 여전히 ‘오리무중’ 국제신문 03면 정치

‘노무현 마지막 지역구’ 노리는 민주 부산일보 06면 정치

대안신당 부산시당 27일 창당대회 개최 부산일보 06면 정치

“吳 시장 미숙한 행정, 오페라하우스 사업 시민 불안 키웠다” 부산일보 06면 정치

오규석 변수 사라진 기장 윤상직도 불출마 무주공산 국제신문 03면 정치

김세연 없는 금정…한국당은 혼돈, 與후보 홀로 선거전 국제신문 03면 정치

부산 문화

“더는 못 참는다” 부산문화회관 대표 고발 부산일보 10면 사회

부산문화회관 노조, 이용관 대표 고소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시민공원서 도심 속 야외눈썰매 타볼까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영상위 운영위원장 첫 공모 불발… 내달 재공모 국제신문 16면 문화

동남권

신공항
정세균, 알고 보니 ‘가덕도신공항 적극 찬성’ 부산일보 04면 종합

동구 “노숙인 길거리 식사 그만!” 동구청, 희망드림센터 만든다 부산일보 02면 사회

12/26 부산 시정 ‘해양수도’ 해양·항만·수산 총괄 컨트롤 타워 생긴다 부산일보 05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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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부울경 33개 기관, 1만 여 명 

정착 
부산일보 05면 종합

세계수산대학 설립 위한 교육 과정 시작 부산일보 05면 종합

고생했어 2019년, 잘될 거야 2020년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맑은 물 좋은 뉴스 1위는 ‘낙동강 하굿둑 실험적 개방’ 부산일보 11면 사회

억대 기부는 없어도… 쌈짓돈이 높이는 사랑의 온도 부산일보 04면 종합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재부, 예산 ‘몽니’ 부산일보 01면 종합

어린이집 11곳 내년 국공립 전환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항 검수업체 등록요건 강화… 고강도 규제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시 산하기관 임원 임기도 ‘2+1’ 국제신문 02면 종합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탓… 고립사라 불러야” 국제신문 08면 사회

연간소득 2배 넘는 빚 안은 부산 시민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북항에 ‘오페라하우스’ 건립 또 삐걱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지역 기업-기관 ‘교육사랑 나눔 문화운동’ 활발 동아일보 16D면 영남

방사능 우려?… 도쿄올림픽 선수단, 日 대신 한국으로 전훈 

행렬
한국일보 02면 종합

창업 중심도시 부산 밑그림 나왔다 파이낸셜 01면 종합

시민이 뽑은 2019 최고 뉴스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 개최 파이낸셜 02면 종합

부산, 수만척 선박 유발 ‘초미세먼지와의 전쟁’ 문화일보 13면 수도권

부산 경제

강서 코렌스 전기차 클러스터 ‘부산형 상생 일자리’ 된다 부산일보 03면 종합

“고리 1호기 경험으로 원전해체산업 선도 자신” 국제신문 28면 인물

수도권 막으니 지방으로… 부산 ‘해수동’ 주택매입 20%가 

외지인
동아일보 10면 사회

전복 등 수산종자 1685만 마리 방류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재료연, 부산TP와 기술협력 맞손 경남도민일보 10면 경제

재료硏-부산TP ‘소·부·장’ 육성 맞손 경남신문 13면 경제

부산 정치

공천도 본선도 ‘예측 불허’ 동부산 총선 ‘시계 제로’ 부산일보 08면 정치

신생 ‘전진당’ PK 공략 딜레마 부산일보 08면 정치

조국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조국 운명의 날… 오늘밤 구속여부 갈림길 국제신문 02면 종합

김두관 “PK총선 출마 요구 정말 난감” 국제신문 04면 종합

선수 모두 바꾼 부산 정의당, 총선 정당 득표율 10%대 노린다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가느다란 실 480㎞로 공간에 그린 경계인의 불안 부산일보 18면 문화

“그림 보러 부산 오이소”… 블록버스터급 전시 잇따른다 국민일보 26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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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캐낸 ‘우리동네 문화보물’ 43개 중앙일보 23면 문화

창업촉진

지구 지정

부산 산업별 창업촉진지구 6곳 지정 부산일보 10면 사회

대학 몰린 대연·용당, 창업촉진지구 추가 확정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은 ‘창업도시’ 市, 촉진지구 지정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전국 지자체 첫 ‘부산 창업촉진지구’ 지정고시 경남매일 15면 경제

부산 자동차 

산업 위기

완성車 후진에 부품업계 칼바람 예고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품업체, 완성차 변수에 ‘휘청’… 미래차·고부가 대전환을 국제신문 03면 종합

노조, 부당노동행위 회사 고소… 사측 “파업 철회 없인 대화 

없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르노삼성 잦은 파업에 부산 경제 ‘곡소리’ 한국경제 28A면 지역

금정구 금정구 아파트 관리비 전국 최저 비결은 ‘구청 컨설팅의 힘’ 부산일보 02면 종합

부산진구 부산진구청, 전포로 공사장 오염 토양 석 달째 방치 부산일보 10면 사회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 부지 팔각정 철거 추진 국제신문 02면 종합

12/27

부산 시정

“플랫폼화 스마트화 글로벌화” 부산일보 11면 사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장 시민 공개 부산일보 12면 사회

동서고가로 무료 견인 서비스 도입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항 등 5대 항만 황산화물 규제 받는다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대졸자 취업률 인천이 1위인데 부산은 전국 꼴찌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 대졸 취업률 64.8% 1년 동안 1%P도 안 올라 국제신문 06면 사회

지역 노동자 권익 조례, 떠넘기기 행정에 해 넘겼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부산 올해 출생아 감소율 전국 최고 부산일보 04면 종합

‘무산 위기’ 카드 꺼낸 부산대 특수학교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대 “환경단체·시 제안 특수학교 부지 수용 못해”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삶의 질 높일 재산업화 모델 만들어요” 부산일보 27면 인물

경자년 해맞이 “우리 동네로 오이소” 국제신문 08면 사회

멸종위기종 ‘큰바다사자’ 부산 앞바다서 포착 국제신문 02면 종합

경제 앞세운 부산시, 시정보고회 알맹이 없이 깜깜이 진행 국제신문 03면 종합

증가한 우울증… 10·20대가 더 위험하다 국제신문 02면 종합

지역 노동자 권익 조례, 떠넘기기 행정에 해 넘겼다 국제신문 06면 사회

교통사망자 1년새 12% 줄어… 내년엔 2000명대로 감소 기대 동아일보 14면 사회

단속·감시·수색… 관공서 ‘드론’ 이용 어디까지 한국일보 14C면 부산

새해부터 … 울산·창원 등 버스요금 줄인상 매일경제 28A면 영남

부산시, 해양 항만 수산정책 컨트롤타워 세운다 한국경제 30A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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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색 가방덮개’의 마법 … 초등생 등하굣길 안전 지켜요 한국경제 C06면 기획

‘부산시청열린도서관’ 명칭 결정 경남매일 07면 지역

부산 경제

‘해수동’ 5채 중 1채 ‘외지인’이 사갔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비엔피협동조합, 올 부산 ‘최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국제신문 12면 경제

입국장 면세점, 김해공항 이어 부산항에도 추진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대표 R&D 기업연구소 서울행 국제신문 01면 종합

부산 ‘2020온리 민생경제’ 항해 시작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우수 사회적기업·개인 14곳 시상 파이낸셜 04면 부산

부산 정치

부산서 접은 ‘발레리나 꿈’ 부산서 ‘정치 나래’ 펼칠까 부산일보 06면 정치

부산 정의당 “내년 총선 10명 후보자 낼 것” 부산일보 08면 정치

극한 대립 정국에 떠내려간 지역 현안 법안들 부산일보 08면 정치

윤상직 오늘 총선 불출마 선언 국제신문 04면 종합

“정치란 약속에 책임지는 것” 내일신문 02면 정치

조국 “첫 강제 수사 후 122일… 혹독한 시간” 국제신문 04면 종합

부산 문화

겨울 바다 최고 이벤트 ‘해운대 북극곰축제’로 오세요 부산일보 265면 스포츠

복원 부산 민주화운동 사료 내년 공개 부산일보 12면 사회

부산민주화운동 사료 복원 … 내년 1월 공개 내일신문 21면 기획

소중한 기억 창고 ‘마을 보고서’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부산일보 23면 문화

“젊은 제작자 뭉쳐 부산 영화·영상산업 키워갈 것” 부산일보 28면 인물

“전사자 군복으로 옷 만들었지”… 피란시절 남구 이야기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항만 

창업 아지트

“창업 아지트서 해양항만 분야 창업 꿈꾸세요” 부산일보 18면 농수축산

해양산업 청년 창업공간 열렸다 국제신문 12면 경제

“해운항만 분야 창업하실 분~” 경향신문 14면 전국

부산 창업생태계 이끌 산업별 촉진지구 지정 국민일보 16B면 사회

해운항만 관련 ‘창업아지트’ 오늘 개소식 동아일보 16D면 부산

부산 해양산업 청년 창업공간 생겼다 한국일보 14C면 부산

부산 해양항만산업 창업 지원 스타트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부산 ‘해운항만산업 창업아지트’ 오늘 오픈 헤럴드경제 11면 전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거가대교 ‘대형·특대형’ 통행료 내린다 국제신문 03면 종합

‘형광색 가방덮개’의 마법 … 초등생 등하굣길 안전 지켜요 경남도민신문 04면 사회

내년 거가대교 대형ᆞ특대형 통행료 인하 경남매일 04면 사회

서구 천마산 자락 산복마을 남부민동 ‘도시재생 新바람’ 부산일보 03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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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남부민동 산복도로에 테라스 공공임대주택 건립 국제신문 01면 종합

속도내는 부산형 도시재생 산복마을에 공공임대 건설 파이낸셜 01면 종합

해운대구 엘시티 앞 펜스, 보상금 노린 ‘계획적 알박기’ 부산일보 01면 종합

12/30

부산 시정

임산부용 콜택시 ‘마마콜’ 전국 최초 운영 부산일보 11면 사회

임산부 택시 할인·지역화폐 동백전 유통… 국제신문 02면 종합

마미콜·노후車 제한… 부산 74개 제도 개선 리더스경제 01면 종합

박재혁 의사 폭탄투척 옛 부산경찰서 자리에 표지판 섰다 국제신문 10면 사회

부산발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주목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 벤더스터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출시 서울경제 31B면 전국

강제동원 등 일제만행 기록 기증 이어져 국제신문 10면 사회

작년 부산 종부세 납부자 2만 명 돌파 국제신문 03면 종합

부산시 “여권발급 대기현황 이젠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서울경제 31A면 전국

부산 소각장 폐기물 반입구역 조정 경남일보 06면 자치의정

부산 경제

카리스국보, 코스피 상장 30년 만에 부산 ‘유턴’ 부산일보 19면 경제

물류업체 ‘카리스국보’ 30년 만의 부산 귀향 국제신문 17면 경제

서면 금강제화 1㎡당 4300만 원 부산일보 19면 경제

르노삼성 연이은 파업에 협력업체 폐업 현실로 부산일보 04면 종합

부산공동어시장 위판량 반세기 만에 최악 부산일보 20면 농수축산

조선업 고용 11만 명 회복… 수주량 2년 연속 세계 1위 유력 국제신문 06면 종합

정부 어선 감척 ‘찔끔 지원’에 선주 반발 국제신문 17면 경제

부산 민간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 ‘최다’ 국제신문 02면 경제

부산 카드형 지역화폐 ‘동백전’ 앱으로 신청 가능 파이낸셜 01면 종합

신항 ‘웅동 배후단지 개발’ 새 국면 경남신문 01면 종합

부산 정치

만 18세 투표 “선거권 생겨 정치 더 관심” “묻지 마 투표 걱정” 부산일보 05면 종합

‘만 18세’ 부울경 8만 명 총선판 흔든다 국제신문 01면 종합

여야 빨라진 총선 행보… ‘文 복심’은 서울일까 양산일까 부산일보 08면 정치

민주당 ‘현역’ 압도, 한국당 ‘겁없는 신인’ 기세 부산일보 10면 정치

군소정당 ‘전초기지’ 된 부산 부산일보 10면 정치

새로운 도전자 속출 부산진갑·을 ‘관심지역’ 급부상 부산일보 10면 정치

지방세 확대로 지방재원 연간 8조 5000억 원 확충 국제신문 02A면 종합

부산 총선 가상대결서 민주당 고전… 반전카드 없어 고심 국제신문 04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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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유승민·홍준표, 고향서 대선 전초전 국제신문 04면 종합

한국당 부산 남갑 ‘슈스케 경선’ 공천실험 나선다 국제신문 05면 정치

檢, 금주 조국 기소… ‘가족 비리’ 수사 4개월 만에 마무리 국제신문 06면 종합

윤상직 총선 불출마 기장군 차기 구도 ‘오리무중’ 헤럴드경제 10면 전국

부산 문화
부산문화회관, 내년엔 베토벤·체호프에 푹 빠진다 부산일보 21면 문화

짙어진 지역색, 확대된 장르… 40% 할인 패키지로 만나보세요 국제신문 20면 문화

이케아 

동부산점 

개장

‘가구 공룡’ 이케아, 교통지옥 몰고 온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시민 고통 뻔한데, 잇속만 챙기고 책임은 모르쇠 부산일보 02면 사회

초대 민선 

부산시체육

회장

초대 민선 부산시체육회장에 장인화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에 장인화 씨 국제신문 01면 종합

엘리트 선수·생활체육인 소통 체육계 통합 과제 국제신문 22면 스포츠

부산 

‘워라밸’ 

전국 1위

일과 생활의 균형, 부산이 최고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워라밸’ 전국서 가장 좋다 국제신문 08면 사회

부산, 서울 제치고 ‘워라밸’ 전국 1위 세계일보 09면 사회

아직 데시벨 낮은 ‘워라밸’ 서울경제 31면 전국

서구 ‘재개발-피해여성 지원’ 투 트랙으로 완월동 폐쇄 부산일보 04면 종합

연제구 12년간 구청장하고도 문화원장까지… 총선 앞 정치화 논란 국제신문 08면 사회

해운대구 ‘엘시티 앞 펜스 부지’ 보상금 노린 소송전 번지나 부산일보 01면 종합

12/31

부산 시정

‘일몰제 공원’ 땅에 아파트 들어선다 부산일보 01면 종합

부산 ‘성매매 집결지’ 범죄수익 첫 환수 부산일보 02면 사회

광안대교 상층부 도로 1일 오전 6시부터 통제 부산일보 11면 사회

부산 지역성평등 지수 중상위→상위로 상승 국제신문 11A면 사회

교통공사 국비 1065억 원 조기집행 결의 국제신문 11면 사회

부산시, 해맞이·타종식 행사장 교통 통제 경남일보 07면 자치의정

‘국제관광도시’ 지정 임박… 인구 2위 부산 3위 인천 사활건 

승부
문화일보 14면 전국

부천·원주 등 7곳 ‘문화도시’ 지정 내일신문 19면 정책·

선박연료 황 함유량 기준 0.5%로 강화 내일신문 14면 산업

부산 경제

“공유경제 활성화하자” 부산 공유기업 30곳 힘 합쳤다 부산일보 16면 경제

어업인 소득세 비과세 범위 최대 8000만 원으로 부산일보 08면 종합

부산 그랜드호텔, 결국 폐업 부산일보 01면 종합

해수동 풀리자 부산 미분양 급감, 11월 2884채로 줄어 국제신문 06면 종합

건설사들 연초부터 ‘부산 정비사업 수주전’ 국제신문 13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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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극지가 해양 미래… 대형 연구과제 발굴 힘쓸 것” 국제신문 24면 인물

일반 차로 극심한 정체 ‘주차장 방불’ 경향신문 14면 전국

한국선급, ‘친환경 선박·디지털 선급’ 전환 발걸음 분주 국민일보 19면 지역

규제해제 특수…부산, 미분양 줄고 땅값도 껑충 서울경제 27면 건설

유니클로 부산 개점 앞두고…정부 “골목상권 침해 여부 검토” 서울경제 17면 기업

청년·中企에 판 깔아주니 …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 한국경제 28A면 지역

부산 정치

“총선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동수 민주주의’ 돼야” 부산일보 06면 정치

딜레마에 빠진 김두관 전 지사 부산일보 06A면 정치

“현역 의원 지지 안 한다” 43% 국제신문 01면 종합

“정권 심판” 51.8%… 부산선 ‘대통령 프리미엄’ 어렵다 국제신문 02면 선거

“한국당 안 찍는다” 43.1%… 확장성 한계 뚜렷 국제신문 02면 선거

50.8% “비례정당에 투표 안 할 것” 국제신문 02면 선거

동부산 민주 31%-한국당 31.2%… 보수 아성 지각변동 조짐 국제신문 03면 선거

새보수당 지지율 3위… 정의당보다 높아 국제신문 03면 선거

금정·연제·동래 주민 현역 물갈이 요구 높아 국제신문 03면 선거

부산 문화

기장·오륙도·송도… 경자년 해맞이 어디로 갈까 부산일보 18면 교통

속속 문 닫는 소극장… 결말은 ‘새드엔딩’ 부산일보 11면 사회

“광복동 트리 축제… 세계적 랜드마크로 키워야” 부산일보 24면 인물

신명나는 굿으로 경자년 ‘해피 굿 이어’ 국제신문 18면 문화

‘살아있네, 부산꼼장어’ 부산시, 본격 홍보나서 리더스경제 02면 경제

‘살아있네 부산꼼장어’ 널리 알려요 경남매일 16면 경제

다대 119

센터 차고 

셔터 추락

119센터 차고 셔터 추락, 소방관 숨져 부산일보 10면 사회

소방서 고장난 셔터 고치다… 소방관 허망한 죽음 국제신문 10면 사회

500kg 소방서 셔터 ‘날벼락’… 소방관 1명 숨져 국제신문 12면 사회

119대원 덮친 500㎏짜리 소방서 셔터 서울신문 10면 사회

500kg 소방서 셔터 떨어져… 베테랑 소방관 참변 세계일보 11면 사회

동백전

캐시백은 쏠쏠한데… 동백전 카드 만드는 데만 한나절 부산일보 04면 종합

동네 국밥집서도 통하는 동백전 부산일보 05면 종합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3000억 발행 서울신문 16면 전국

“소비 촉진”…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출시 서울경제 32B면 전국

동래~서면 

BRT

쌩쌩 뚫린 BRT 차로 옆, 승용차는 1km 가는 데 20분 부산일보 03면 종합

연산~서면 교차로 온종일 극심한 정체… 시내버스는 쌩쌩 국제신문 05면 종합



시정 이모저모

529

일자 분야 보도내용 출처

사하구 ‘부네치아’ 장림포구, 악플 딛고 ‘진짜 핫플’ 되려면 부산일보 18면 교통

영도구 영도 문화도시 선정 국비 최대 100억 5년간 지원받기로 국제신문 06면 종합

해운대구 “놔둬라” “없애라” 말 많은 옛 해운대역 팔각정 국제신문 10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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