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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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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단체장(취임일) : 김기재('22. 7. 1 ~ 현재) 민선 8대
시군담당자 :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051-419-4112
자매결연일 : ‘98. 11. 13.

일반현황

구분 현황 구분 현황

인구수 113,342명 세대수 54,903세대

면　적 14.20㎢ 행정구역 11동 220통 1,191반

공무원수 644명 기초의원 8명

학교수 31개소 재정규모 3,303억원

상징물

조(鳥) : 갈매기
화(花) : 동백
목(木) : 해송

국내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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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木) : 해송
마스코트 : 영가비(어린원시원)

지역특성

문화유산, 교육혁신도시
해양산업,물류 중심도시
부산항의 관문
봉래산, 태종대
지역특산품 : 조선산업

교류내역

1998. 11. 13 장흥군↔영도구간 자매결연 체결
1999. 04. 16 영도구 대표단과의 교류활성화 간담회
1999. 06. 13 상호직원 등반대회
1999. 10. 영도구새마을회 장흥군 태풍피해지역 농촌일손돕기
1999. 07. 22 새마을회 영호남 하계수련대회 참여
1999. 12. 04 공무원 축구 친선경기 대회
2000. 07. 25 새마을회 영호남 하계수련대회 개최
2001. 04. 03 자매결연 회장단 간담회
2001. 06. 29 새마을회 영호남 하계수련대회 참여
2001. 08. 15 영도구 새마을회 장흥군 농촌일손돕기
2001. 08. 16 청소년 직거래장터 행사 참여
2001. 11. 18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참여
2002. 08. 13 새마을회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
2002. 08. 21 새마을회 영호남 하계수련대회 개최
2002. 11. 16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참여
2003. 04. 04 자매결연 회장단 간담회
2003. 06. 26 영·호남 한마음 수련대회 참여
2003. 08. 04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 참여
2003. 09. 30 영도구 매미 태풍피해지역 격려
2003. 11. 18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참여
2004. 05. 13 영·호남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2004. 07. 31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 개최
2004. 11. 18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참여
2005. 05. 11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참여
2005. 08. 10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 참여
2005. 12. 27 장흥군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
2006. 03. 19 장흥군 정남진 마라톤 대회 참여
2006. 04. 08 자매결연 회장단 간담회
2006. 08. 09 청소년 수련캠프 운영 개최
2006. 09. 22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2006. 11. 23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참여
2007. 03. 11 장흥군 정남진 마라톤 대회 참여
2007. 05. 11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참여
2008. 08. 01 ~ 08. 02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2009. 02. 14 장흥군 정남진 마라톤 대회 참여
2009. 06. 21 용산면 주민센터 방문
2009. 08. 02 장흥군 정남진 물축제 참가
2009. 11. 12 새마을가족 한마음수련대회 참여
2010. 01. 23 정남진 마라톤대회 참가
2010. 04. 11 관산읍 주민센터 방문
2010. 04. 23 장평면 주민센터 방문
2010. 07. 23 새마을가족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2010. 07. 28 장흥군 정남진 물축제 참가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2010. 07. 28 장흥군 정남진 물축제 참가
2010. 09. 04 영도다리축제 방문
2010. 11. 10 영도구 봉래1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2011. 5. 13 영호남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참여
2011. 06. 25 장흥군 방문 문화체험활동
2012. 5. 11 영호남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2012. 7. 27 ~7. 28 정남진 물축제 참여
2012. 10. 15 장흥군 태풍피해 성금전달 방문
2013. 5. 14 영호남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참여
2013.7.26 제6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개막식 참여
2013.9.6 제21회 영도다리축제 개막식 참석
2014.8.1 제7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참여
2014.9.19 제22회 영도다리축제 개막식 참석
2014.11.14 영호남 새마을가족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2015.05.13 영호남 새마을가족 한마음수련대회 참석
2015.07.31 제8회 정남진 물축제 개막식 참석
2015.9.4 제23회 영도다리축제 개막식 참석
2016.05.16 영호남 새마을가족 한마음수련대회 개최
2016.07.29 제9회 정남진 물축제 개막식 참석
2016.09.02 제24회 영도다리축제 개막식 참석
2016.09.29~9.30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참관
2017.09.15 제25회 영도다리축제 개막식 참석
2017.10.20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막식 참석
2018. 7. 27. ~ 7. 29. 제11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방문(영도구 새마을회)
2019.10.7. ~ 10.8. 2019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방문
2019.7.26. ~ 7.27.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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