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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
1. 재정 계획
1) 강서구의 재정 현황

l 2015년 기준 강서구의 재정(예산)규모는 2,600억 원으로써 2008년 1,486억 원 
보다 75.0% 증가
- 일반회계는 71.8% 증가, 특별회계는 216.4% 증가

l 1인당 재정규모는 2008년 2,659,852원에서 2015년 2,585,027원으로 2.8% 감소
- 강서구의 인구는 증가한 반면 1인당 재정규모는 감소
- 인구 증가율 대비 예산 증가율은 낮은 상황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인당 재정규모

금액
(백만원)

증가율
(%)

금액
(백만원)

증가율
(%)

금액
(백만원)

증가율
(%)

인구
(인)

금액
(원)

2008 148,574 33.1 145,237 32.5 3,337 63.8 55,858 2,659,852 
2009 165,349 11.3 161,142 11.0 4,207 26.1 63,753 2,593,588  
2010 143,221 -13.4 140,982 -12.5 2,239 -46.8 66,269 2,161,207  
2011 162,508 13.5 159,641 13.2 2,867 28.0 69,371 2,342,593  
2012 185,339 14.0 183,698 15.1 1,641 -42.8 70,356 2,634,303  
2013 218,353 17.8 216,590 17.9 1,763 7.4 74,765 2,920,524  
2014 238,223 9.1 228,999 5.7 9,224 423.2 85,097 2,799,429  
2015 260,046 9.2 249,488 8.9 10,558 14.5 100,597 2,585,027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 2016
주 : 최종예산을 기준

<표 Ⅵ-1> 강서구 재정(예산)규모 추이

l 2015년 예산결산기준으로 예산현액은 2,925억 원이며, 세입은 3,077억 원, 세출
은 2,332억 원으로 74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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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입은 2009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년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2011년부터 다
시 증가 추세

l 세출은 2009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1년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완만한 상승
세를 유지

l 잉여금은 2008년 590억 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가장 적은 206억 원
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구분
예산현액 세입 세출 잉여

금액
(백만원)

증가율
(%)

금액
(백만원)

증가율
(%)

금액
(백만원)

증가율
(%)

금액
(백만원)

증가율
(%)

2008 166,732 - 179,156 - 120,160 - 58,996 -
2009 191,983 15.1 199,170 11.2 168,559 40.3 30,611 -48.1 
2010 159,525 -16.9 164,656 -17.3 144,055 -14.5 20,601 -32.7 
2011 166,179 4.2 186,782 13.4 143,458 -0.4 43,324 110.3 
2012 201,585 21.3 222,655 19.2 169,542 18.2 53,114 22.6 
2013 239,385 18.8 258,957 16.3 203,509 20.0 55,449 4.4 
2014 263,744 10.2 275,332 6.3 204,864 0.7 70,469 27.1 
2015 292,520 10.9 307,742 11.8 233,216 13.8 74,526 5.8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 2016
주 : 예산결산기준

<표 Ⅵ-2> 강서구 예산결산 총괄

2) 일반회계
(1) 세입
l 강서구의 2015년 세입결산 예산현액 중에서 보조금이 1,013억 원(36.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방세 641억 원(22.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19억 원
(22.0%) 등의 순으로 구성

l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하게 보조금 987억 원(33.3%)로 가장 많고, 

지방세(26.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20.9%) 등의 순으로 구성



구분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대비 
결산비율(%)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합계 281,430 100.0 296,557 100.0 105.0
지방세 64,072 22.8 79,205 26.7 124.0

세외수입 31,714 11.3 32,683 11.0 103.0
지방교부세 4,510 1.6 5,541 1.9 123.0
조정교부금 17,894 6.4 18,389 6.2 103.0

보조금 101,335 36.0 98,748 33.3 97.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1,905 22.0 61,991 20.9 100.0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 2016

<표 Ⅵ-3> 강서구 일반회계 세입구조

(2) 세출
l 강서구의 2015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820억 원으로 책정하였고, 결산액은 

2,320억 원으로 예산대비 결산비율은 82.3%로 도출
l 강서구의 2015년 세출 예산현액에서 사회복지예산이 726억 원(25.8%)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고, 수송 및 교통 451억 원(16.0%), 기타 413억 원(14.6%) 

등의 순으로 구성
l 세출 결산액은 사회복지 685억 원(29.5%)으로 결산되었고, 기타 387억 원

(16.7%), 수송 및 교통 279억 원(12.0%) 등의 순으로 결산
l 예산대비 결산비율은 보건이 9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송 및 교통이 

62.0%로 가장 낮은 결산비율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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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대비 
결산비율(%)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합계 281,962 100.0 232,012 100.0 82.3
일반공공행정 22,224 7.9 19,108 8.2 86.0
공공질서 및 

안전 15,249 5.4 14,354 6.2 94.1
교육 1,851 0.7 1,245 0.5 67.3

문화 및 관광 7,044 2.5 4,729 2.0 67.1
환경보호 12,397 4.4 9,112 3.9 73.5
사회복지 72,621 25.8 68,504 29.5 94.3

보건 4,424 1.6 4,248 1.8 96.0
농림해양수산 23,856 8.5 17,639 7.6 73.9

산업ㆍ중소기업 417 0.1 383 0.2 91.6
수송 및 교통 45,052 16.0 27,917 12.0 62.0

국토 및 
지역개발 32,547 11.5 26,053 11.2 80.0
예비비 3,021 1.1 - - -
기타 41,259 14.6 38,720 16.7 93.8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 2016

<표 Ⅵ-4> 강서구 일반회계 세출결산

3) 특별회계
l 강서구의 2015년 특별회계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62억 원

(55.0%)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특별회계 26억 원(23.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3억 원(11.9%) 등의 순으로 구성비가 높게 구성
l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가 7억 원(58.0%)으로 가장 많았고, 발전소특별

회계 3억 원(24.6%), 의료급여기금 2억 원(16.9%) 등의 순으로 차지



구분 예산현액 세입 세출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합계 10,558 100.0 11,184 100.0 1,204 100.0 
의료급여기금 278 2.6 295 2.6 203 16.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23 12.5 1,326 11.9 - 　-

폐기물처리시설 6,156 58.3 6,156 55.0 - 　-
주차장 2,044 19.4 2,647 23.7 698 58.0 
발전소 296 2.8 297 2.7 296 24.6 

지하수관리 161 1.5 163 1.5 7 0.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0 2.8 300 2.7 - -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 2016

<표 Ⅵ-5> 강서구 특별회계 결산

4) 공유재산
l 강서구의 공유재산은 약 5,477억 원이며, 토지, 건물, 기계, 기구, 선박, 입목ㆍ

죽, 공작물, 기타 등으로 구성
l 공유재산 평가액 중 건물의 평가액이 약 2,308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토지 2,122억 원, 공작물 998억 원 순으로 분포

구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수량 평가액(천원) 수량 평가액(천원) 수량 평가액(천원)

합계 2,792 547,733,454 2,722 542,412,175 70 5,321,279
토지 (천㎡) 1,838 212,179,855 1,768 206,858,576 70 5,321,279
건물 (천㎡) 65 230,786,819 65 230,786,819 - -

기계, 기구 (점) 3 14,559 3 14,559 - -
선박 (척) 6 1,017,384 6 1,017,384 - -

입목ㆍ죽 (1000주) 885 3,250,562 885 3,250,562 - -
공작물 (점) 4,322 99,847,815 4,322 99,847,815 - -
기타 (건) 149 636,460 149 636,460 - -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 2016

<표 Ⅵ-6> 강서구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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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규모 계획
(1) 총 재정 규모

① 재정추이
l 강서구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예산현안은 연

평균 12.7%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2.2%, 특별회계는 86.1% 증가
l 재정구성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는 일반회계의 비중이 최저 95.9%

에서 최고 99.2%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평균 2.3%로 구성

구분 예산현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2011 162,508 159,641 98.2 2,867 1.8 
2012 185,339 183,698 99.1 1,641 0.9 
2013 218,353 216,590 99.2 1,763 0.8 
2014 238,223 228,999 96.1 9,224 3.9 
2015 260,046 249,488 95.9 10,558 4.1 

평균증감률(%) 12.7 12.2 - 86.1 -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 2016

<표 Ⅵ-7> 강서구 재정추이

② 재정전망
l 강서구의 재정은 지방분권의 강화,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l 앞서 회계별 증가율을 대입하여 재정을 전망하면 특별회계의 급격한 증가율로 

인해 일반회계의 구성비는 점차 줄어들고 특별회계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 예상
- 이러한 각각의 비중으로 재정 추정 시 특별회계의 증가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발생
l 이에 총 예산현액의 증가율 12.7%를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의 비중을 과거 추이의 평균을 적용하여 일반회계 98%, 특별회계 2%로 추정
l 예산현액의 증가율 12.7% 적용 시, 2030년 예산현액은 약 15,628억 원으로 예상



구분 예산현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연평균증가율 (%)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2015 260,046 249,488 95.9 10,558 4.1

12.72020 472,792 463,336 98.0 9,456  2.0
2025 859,586 842,394 98.0 17,192  2.0
2030 1,562,820 1,531,563 98.0 31,256  2.0

<표 Ⅵ-8> 강서구 장래 재정 전망

③ 세출구조 전망
l 강서구의 세출구조도 세입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10.5% 증가

구분 예산현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2011 143,458 142,361 99.2 1,097 0.8 
2012 169,542 167,674 98.9 1,868 1.1 
2013 203,509 202,705 99.6 804 0.4 
2014 204,864 203,924 99.5 940 0.5 
2015 233,216 232,012 99.5 1,204 0.5 

평균증감률(%) 10.5 10.6 - 4.4 -
자료 : 강서구 통계연보, 2016

<표 Ⅵ-9> 강서구 세출추이

l 세출의 예산현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평균 
구성비를 적용하여 세출을 추정

l 2030년 강서구의 세출 전망을 보면 예산현액은 약 10,428억 원으로 추정되며, 

일반회계 10,324억 원, 특별회계 104억 원으로 추정
l 이러한 세출은 개발 사업이나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서비스 등으로 인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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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현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연평균증가율(%)금액(백만원)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2015 233,216 232,012 99.5 1,204 0.5

10.52020 384,211 380,369 99.0 3,842  1.0
2025 632,967 626,637 99.0 6,330  1.0
2030 1,042,780 1,032,352 99.0 10,428  1.0

<표 Ⅵ-10> 강서구 장래 세출 전

6) 재정 확보 방안
(1) 세입 확대 추진
l 강서구의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은 지역경제성장으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와 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l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향상하여 세입 확대
l 인구 증가가 지방세를 확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
l 공해나 환경의 훼손 등과 같은 외부경제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경제활동에 부여하는 세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로의 전환 필요

(2) 세외 수입 확대
l 지역문화축제, 관광 상품 판매, 토지 및 건물 임대 등을 경영수익 사업에 접목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
l 경영수입사업 담당공무원의 경영능력 및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며 다양한 경영  

기법의 도입으로 경영의 전문화 유도
l 강서구의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임대수익 및 기부채납 등을 활발히 유도

하여 구의 신규 세외수입 확대 모색



2.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비 총괄

l 강서구 2030 장기발전계획의 총괄 사업비는 약 27조 8,039억 원 이며 사업
은 총 3단계로 구분되어 구성1)

l 단계별로는 1단계(2018~2022)는 10조 5,052억 원, 2단계(2023~2026)는 11조 
2,205억 원, 3단계(2027~2030)는 2조 5,958억 원으로 예상

l 핵심프로젝트는 총 11조 5,16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단계별로는 1단계는 2조 
946억 원, 2단계는 7조 6,787억 원, 3단계는 1조 7,429억 원으로 예상
- 핵심프로젝트는 총 6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41.4%를 차지

l 부문별사업은 총 16조 2,87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단계별로는 1단계는 8조 
4,106억 원, 2단계는 3조 5,418억 원, 3단계는 8,529억 원으로 예상 
- 부문별사업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비의 약 58.6% 비중을 차지

l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별 예산을 국비 및 시비를 충분히 지원 받도록 

하며,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l 기간별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행정력 분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도모 

구분 합계 1단계
(2018~2022)

2단계
(2023~2026)

3단계
(2027~2030)

핵심프로젝트 115,162 20,946 76,787 17,429
부문별 사업 162,877 84,106 35,418 8,529
총 사업비 278,039 105,052 112,205 25,958

주 : 사업의 실질적 추진과정 속에서 사업비의 변화가 발생가능 

<표 Ⅵ-11> 강서구 2030 장기발전계획 사업비 총괄
(단위 : 억 원)

1)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기 집행금액은 3조 4,824억 원이며, 이를 제할 경우 전체 사업비는 24조 3,215억 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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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프로젝트 집행계획
l 핵심프로젝트는 총 6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년도인 2030년까지

(일부 2030년 이후) 진행될 대규모 핵심계획
l 총 사업비는 11조 5,162억 원이며, 1단계 2조 946억 원, 2단계 7조 6,787억 원, 

3단계 1조 7,429억 원으로 예상

사업 재원규모 2022년 2026년 2030년 투자 주체
가덕도 종합개발구상 16,596 3,000 12,767 829 지방비+민자

둔치도 개발방향 7,052 1,032 2,020 4,000 국비+지방비+민자
공항복합도시 59,600 10,000 49,600 0 국비

4차산업 복합단지 조성 6,200 0 3,000 3,200 국비+지방비+민자
국제 비즈니스타운 조성 10,800 2,000 4,400 4,400 국비+지방비+민자

투모로우랜드 조성 14,914 4,914 5,000 5,000 국비+지방비+민자
총계 115,162

<표 Ⅵ-12> 핵심프로젝트 집행계획
(단위 : 억 원)

3) 부문별 집행계획
(1) 도시 및 주거환경 부문
l 도시 및 주거환경부문의 총 사업비는 7조 4,529억 원으로 예상되며, 에코델타

시티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73% 이상을 차지2)

l 에코델타시티나 그린벨트 해제지역(명지 2단계)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국비 확보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는 다소 차이가 발생 가능성 
존재

2) 에코델타시티는 기 집행금액이 2조 9,542억 원으로 이를 제외 할 경우 4조 4,98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사업 재원규모 2022년 2026년 2030년 투자 주체
산업단지배후 주택단지 조성 600 100 300 200 지방비+민자
친환경 서낙동강 명품 수변 

주택단지 조성 100 20 80 0 민자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1,025 1025 0 0 국비+지방비+민자
낙동강 수변신도시 조성 5,700 5700 0 0 지방비

에코델타시티 54,386 22,400(29,542) 2,444 0 국비+지방비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12,718 11,700 1,018 0 민자

총계 74,529 
주 : ( ) 기 집행금액

<표 Ⅵ-13> 도시 및 주거환경 부문 집행계획
(단위 : 억 원)

(2) 경제ㆍ산업 부문
l 경제ㆍ산업 부문의 사업비는 총 1조 9,950억 원으로 예상되며, 유통ㆍ물류분야를 

중심으로 농업경쟁력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
l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신항과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유통ㆍ물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ㆍ농이 혼합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경제ㆍ산업 분야의 
사업을 배치 

사업 재원규모 2022년 2026년 2030년 투자 주체
농업 경쟁력 확보 전략 200 0 160 40 국비+지방비+민자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0 0 0 0   
대저 토마토 특화단지 350 0 350 0 국비+지방비+민자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14,000 12,000 2,000 0 민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4,700 1,200 3,500 0 국비+지방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식물공장 도입 480 0 400 80 국비+지방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20 8 6 6 국비+지방비+민자

생활 로봇 전용 산업단지 200 0 200 0 국비+지방비+민자
총계 19,950 

<표 Ⅵ-14> 경제ㆍ산업 부문 집행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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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ㆍ관광 부문
l 문화ㆍ관광 부문의 사업비는 총 4,725억 원으로 예상되며, 강서구내 부족

한 문화ㆍ관광 시설의 확충에 중점3)

l 특히 강서구 내 어린 아이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

사업 재원규모 2022년 2026년 2030년 투자 주체
축구메카조성 66 66 0 0 지방비

명지문화복합시설 500 499(1) 0 0 국비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397 376(21) 0 0 국비

자연 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100 20 35 45 지방비+민자
아이 전용 테마 공간 조성 3,600 0 1,200 2,400 국비+지방비+민자

낙동강 크루즈 운행 62 0 30 32 지방비+민자
총계 4,725 

주 : ( ) 기 집행금액

<표 Ⅵ-15> 문화ㆍ관광 부문 집행계획
(단위 : 억 원)

(4) 환경ㆍ녹지 부문
l 환경ㆍ녹지 부문의 사업비는 총 314억 원으로 예상되며, 구 단위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비를 반영
l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은 강서구의 의지로 가능한 사업은 아니며, 부산광역시와 

김해시가 함께 추진하여야 함으로 사업비 미반영
l 낙동강과 연계한 환경사업은 대규모 사업비와 함께 오랜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부산광역시, 김해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

3) 명지문화복합시설과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의 경우 기 집행금액이 22억 원으로 이를 제할 경우 4,70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사업 재원규모 2022년 2026년 2030년 투자 주체
맥도강 하류 공유수면 매립 및 활용방안 310 310 0 0 지방비

낙동강 하굿둑 개방 0 0 0 0   
IoT 활용 환경오염 대응시스템 4 4 0 0 국비

서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0 0 0 0   
총계 314

<표 Ⅵ-16> 환경ㆍ녹지 부문 집행계획
(단위 : 억 원)

(5) 교통 부문
l 교통 부문의 사업비는 총 6조 59억 원으로 예상되며, 강서구 내외부의 연계성 

및 신교통수단을 주요 사업으로 도출4)

l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반영하였고, 부산광역시 주도로 추진
되는 광역사업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업비 발생

l 교통 부분의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강서구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국비와 시비, 민자 등 다양한 투자 재원의 마련이 필요

l 향후 국비 지원과 함께 지방비 확보 정도에 따라 사업기간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사업 재원규모 2022년 2026년 2030년 투자 주체
도시철도망 계획 15,718 5,200 10,518 0 국비+민자

광역 및 동서교통망 확충 13,771 8,535(65) 5,171 0 국비+지방비
내부 교통망 확충 및 고속도로 건설 15,240 3,750 6,250 5,240 국비+지방비

광역 연결 철도망 구축 15,330 10,135(5,195) 0 0 국비+민자
총계 60,059

주 : ( ) 기 집행금액

<표 Ⅵ-17> 교통 부문 집행계획
(단위 : 억 원)

4) 광역 및 동서교통망 확충과 광역 연결 철도망 구축의 경우 기 집행금액이 5,260억 원으로 이를 제할 경우 
5조 4,79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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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ㆍ교육 부문
l 사회복지ㆍ교육 부문의 사업비는 총 2,286억 원으로 예상되며, 강서구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확대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도출
l 강서구에서 가장 미흡한 부문으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l 세부 사업은 초기 기반 구축에 따른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지속

적인 추진과 확대를 통해서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사업 재원규모 2022년 2026년 2030년 투자 주체
강서 농ㆍ어업인 복지정책 추진 25 8 9 8 국비+지방비
보건ㆍ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 1,205 250 950 5 지방비+민자

사회적 소외계층의 돌봄 체계 구축 20 6 7 7 지방비
보육서비스 확충 200 30 80 90 국비+지방비+민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 안전망 구축 288 96 96 96 국비+지방비
명지국제학교 설립 468 234 234 0 국비+지방비+민자

지역 기반형 학교 창조 50 10 20 20 국비+지방비+민자
맞춤형 평생 교육 확대 실시 30 10 10 10 국비+지방비

총계 2,286

<표 Ⅵ-18> 사회복지ㆍ교육 부문 집행계획
(단위 : 억 원)

(7) 도시안전 부문
l 도시안전 부문의 사업비는 총 1,014억 원으로 예상되며, 재해와 재난을 대비한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도출
l 사업의 투자주체는 도시기반시설의 방재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특성상 국비, 

지방비로 구성



사업 재원규모 2022년 2026년 2030년 투자 주체
LED 도로조명 설치로 친환경 

안전도시 구현 80 80 0 0 국비+지방비

강서구 재해 대비 방재 시설 정비 500 200 200 100 국비+지방비

강서구 재난 안전시설 체계 구축 300 100 100 100 국비+지방비

스마트 도시방재 통합시스템 구축 30 10 10 10 국비+지방비
119 안전센터 확충 및 첨단 

구호장비 확보 104 24 40 40 국비+지방비

총계 1,014

<표 Ⅵ-19> 도시안전 부문 집행계획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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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조달 계획
1) 부문별 재원조달 계획

l 강서구 2030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전체 사업 중 민자 사업을 포함한 전체 

재원은 27조 8,039억 원으로 민자 사업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l 재원은 주체별로 구분하여 국비사업, 지방비사업, 민자 사업으로 구분하여 조달
방안을 계획

l 재원 조달 주체별로는 국비사업 15조 7,533억 원, 지방비 3조 2,831억 원, 민자 
8조 7,675억 원으로 국비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l 현재 강서구 내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 및 계획되어 있어, 국비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

l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원활한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사업을 추진

l 강서구에서 적극적인 민자 투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구상 
하는 사업들이 정부와 부산광역시 등의 상위 및 관련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핵심사업 115,162 69,764 9,832 35,566
주거환경 74,529 53,202 8,265 13,062
경제산업 19,950 1,423 4,150 14,377
문화관광 4,725 1,397 851 2,477
환경녹지 314 4 310 -

교통 60,059 31,118 8,351 20,590
복지 2,286 260 423 1,603
안전 1,014 365 649 -

총 사업비 278,039 157,533 32,831 87,675

<표 Ⅵ-20>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억원)



2) 단계별 재원조달 계획
l 강서구의 비전 실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업의 규모와 시급성, 현재 추진 

사업의 지속성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l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국비 및 지방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l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경우 단계별로 사업비를 산정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의 파급효과나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

l 사회여건의 변화 및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단계별 사업추진의 과정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진행
l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와 여건 변화 등을 고려

하여 원활한 재원조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필요

구분 합계 1단계
(2018~2022)

2단계
(2023~2026)

3단계
(2027~2030)

핵심프로젝트 115,162 20,946 76,787 17,429
주거환경 74,529 40,945 3,842 200
경제산업 19,950 13,208 6,616 126
문화관광 4,725 961 1,265 2,477
환경녹지 314 314 0 0

교통 60,059 27,620 21,939 5,240
복지 2,286 644 1,406 236
안전 1,014 414 350 250

총 사업비 278,039 105,052 112,205 25,958
주 : 사업의 실질적 추진과정 속에서 사업비의 변화가 발생가능 
    사업비 합계는 기 집행금액 포함, 단계별 사업비에는 기 집행금액 제외

<표 Ⅵ-21> 단계별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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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서구 2030 장기발전계획의 추진
1) 강서구 2030 장기발전계획의 성격과 한계

(1) 강서구 2030 장기발전계획의 성격
l 법정계획 및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기초 자료

- 본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은 국가 또는 부산시 차원의 법정 상위계획에 반영
하여 추진되고자 할 때 계획의 당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l 도시의 미래상과 연계되어 있는 전략계획
- 강서구가 추진해야할 주거, 경제, 교통, 사회, 문화, 복지 등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밑그림 계획
-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홍보를 통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계획
l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침계획(비법정계획)

- 강서구의 중장기발전을 위해 전문가, 행정가, 주민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비법정
계획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계획

- 미래상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과 매력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l 미래 성장을 위해 강서구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시한 종합계획
- 강서구의 미래 성장을 위해 기본 골격을 갖추기 위한 계획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계획 

- 구민의 사회 경제 생활적 측면과 물리적ㆍ비물리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
는 종합계획으로 비전(Vision)을 제시



(2) 계획의 한계
l 지속적 추진의 어려움과 사업비 조달의 한계

- 본 계획은 구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현안사업과 비교할 때 
일부 우선순위에 밀려 재원 조달에 어려움 발생 가능

- 민간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규모가 불투명해 본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시점과 차이가 발생

-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변동 및 사업규모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추진에 난항이 될 가능성 상존 

- 아울러 본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과 상위계획의 정책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실현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소지가 존재

l 비 법정계획으로의 한계
- 본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민간 부문에서 장기계획의 내용과 상이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근거가 미비
l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예측의 한계

- 현재 시점과 기준을 통해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으나 장기사업의 경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산정 증가분에 대한 대처에 한계

- 강서구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장래 여건변화에 대한 예측이 사
회적, 정치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소지 존재

- 강서구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계획 변경시 본 계획의 사업에 영향 발생 
가능성 존재



Ⅰ
계획의 개요

Ⅱ
강서구의 특성과 

성격

Ⅲ
기본구상

Ⅳ
부문별 계획

Ⅴ
핵심프로젝트

Ⅵ
집행계획

2) 계획 추진 방안
l 법정계획 및 상위계획 반영 추진

- 법정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의 자체적 노력으로 실현하기 어려움이 존재
하므로 상위계획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법정계획 및 상위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실현가
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재원조달의 근거를 확보하도록 추진

-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관광개발계획, 주택종합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공원
ㆍ녹지계획, 도시안전계획 등의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l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원활한 사업계획 및 행정집행을 위해 주요계획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개

편하도록 추진
- 주요사업과 연관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Workshop을 통해 새

로운 아이템과 의견을 수렴 
l 구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구민과 함께 하는 강서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강서구 구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 참여를 독려
l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 각 사업에 있어 부산광역시와의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 강구

- 민간투자 회사 및 공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 추진

-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이를 
통한 민간의 투자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