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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 획 관 리

1. 주요업무 계획
  가. 정   의 : 주요업무계획은 우리구에서 1년간 추진할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하며 기획예산실에서 다음연도 개시 전

까지 수립하여 담당부서, 동 및 사업소에 시달하는데 이는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기본 자료가 된다.

  나. 수립방법 :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구정 방향과 목표, 그리고 역점시책 및 

현안사항 등에 맞게 계획 수립 후 이를 기획예산실에서 취

합 후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풍요로운 미래의 주역, 21C 새로운 금정 건설’으

로 정하고 민선 4기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구정을 원활히 운 함으로써 선진

도시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것으로 확정하 다. 

  다. 2006년도 도시목표는 다음과 같다 

    ▢ 초록빛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금정

    ▢ 건강한 웰빙도시를 추구하는 금정

    ▢ 행복한 희망도시를 열어가는 금정

  라. 2006년도 역점시책은  

    ▢ 연사와 문화․예술이 있는 공간도시

    ▢ 자연이 살아 숨쉬는 푸른도시

    ▢ 더불어 살아가며 즐거운 행복도시

    ▢ 건강하고 품격있는 정주도시

    ▢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경제도시

    ▢ 참여하고 변화되는 열린도시

    ▢ 희망을 열어가는 미래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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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시행계획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매년 초에 「금정구 주요업무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되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성과의 점검, 관리를 위하여 예산․자원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구정구현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기 쉽도록 소관 부서

에서 시책 및 단위사업별로 작성한 세부시행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분기별 추

진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이 계획서에는 각 단위사업에 대한 일정별 주요 공

정이 포함되고 연간 집행할 예산을 분기별로 배분하여 작성한다.

현안과제(6대과제 30개세부사업)

역점시책명 세부추진사업 추진부서

Ⅰ. 도시브랜드

   기반구축

1.  금샘길 개설공사(금강식물원∼구서주공 APT간) 건설과

2.  부산대학교 앞 대학로 명물거리 조성 건설과

3.  오륜정수장 진입로 확장 공사 건설과

4.  산ㆍ학ㆍ관 협의체 구성 운 경제진흥실

5.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① 금사공업지구내 근로자 쉼터 조성

 ② 기업체 안내 표지판 설치 

경제진흥실

6.  KTX 중간 정차역 유치 기획예산실

7.

 구민편익 공 주차장 건립

 ① 서동 공 주차장, ② 락공원 참배객 주차장

 ③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교통행정과

8.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실용화 경제진흥실

9  노포동역 주변 역세권개발(상업지역확대 165,000㎡) 건설과

Ⅱ. 세련된 도시관리

10.  서ㆍ금사지역재정비촉진지구 추진(뉴타운 개발) 건축과

11.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 구서동안뜰교∼침례병원 간 보도 정비

 ▷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건설과

12.  간선로변 소형휴지통 설치(134개소) 청소행정과

13.  소형공동주택 쓰레기 거점수거 확대(1,210개소) 청소행정과

Ⅲ. 풍요한 평등복지

14.  행복나눔 연계사업 추진 주민생활지원과

15.  노인실비요양, 치매시설 확충 복지지원과

16.  금정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복지지원과

17.  여성전문인력 자원화 D/B 구축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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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시책명 세부추진사업 추진부서

Ⅳ. 생동하는 청정밸리

18.  온천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건설과

19.  수 강 자연생태하천 복원 건설과

20.  금정산 통합관리 추진 농업녹지과

21.  윤산생태 숲 조성(eco-forest) 농업녹지과

22.  선두구동 화훼단지 조성 농업녹지과

23.  새파란(SEFALAN) 금정추진 환경위생과

Ⅴ. 여유로운 웰빙타운

24.

 건강웰빙시설 기반구축

 ① 금정국민체육센터 개관, ②선동잔디구장 개장

 ③ 선동 단축마라톤 코스 조성

총무과

건설과

25  기업체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 금정문화회관

26  금정산성 종합복원계획 추진 문화공보과

Ⅵ. 생산적인 행정혁신

27.

 효율적인 구정홍보 역량강화

 ① 지하철역사 구정홍보코너 신설

 ② 인테넷방송국 상알림이 운

 ③ 인테넷 설문 구정참여단 운

문화공보과

28.  세입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 세무과

29.

 고객만족 혁신역량 강화

 ▷ 혁신현장체험, 

 ▷ 고객만족운동(CS)등

기획예산실

민원봉사과

30.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추진 민원봉사과

3. 자 체 평 가
  가. 목 적

   2006년도 우리구 주요업무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추진성과의 객관성․공정

성 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평가 위원회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로 사업수행의 책임

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 다.

    ▢ 사업별 현황

구분
사업량 2006년 총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64 51 13 26,357.81 8,349.7 7,154.5 6,8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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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국별 현황

구분

시책사업

비고사업량

(건수)

2005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64 26,357.8 8,349.7 7,154.5  6,853.6

기획예산실 3     13.7 0 0    13.7
행정혁실실 3    101.2 0 0   101.2

총무국 16   2,376.4 705.0 1,327.0   344.4

사회산업국 14  14,835.5 5,626.0 5,208.0  4,001.5

도시국 20 123,496.1  1,881.7 4,538.5  2,055.9

보건소 3    154.0   137.0   10.0     7.0

도서관 2      8.8 0    3.0     5.8

문화회관 3    392.0 0   68.0    324.0

    ▢ 부서별 사업명

부 서 별 사    업    명
비 고

총계 64개 과제

기획예산실(3건)

 1.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2. 금정구 브랜드 슬로건 개발

 3. 맞춤형 구민 정보화 교육 추진

행정혁신실(3건)

 1. 혁신 마일리제 운

 2.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홍보

 3. 공개 감사제도 운

총무과(4건)

 1. 제4회 금샘제 추진

 2. 주민자치센터『아름다운 마을가꾸기』추진

 3. 새로운 웰빙 스포츠 공간 조성

 4. 제4회 여성한마음 대회 추진

문화예술과(3건)

 1. 문화도시 관광금정 기반 강화

 2. 문화재 발굴 및 보존․전승

 3. 정돈된 거리실서를 위한 광고물 정비

재무과(3건)

 1.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

 2. 구청사 노후시설물 정비

 3. 민원 행정업무 지원 통신시스템 구현

세무과(3건)

 1. 취득세 징수률 제고

 2. 2006 재산세 징수률 제고

 3. 사업소세 과징시스템 개선으로 자주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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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별 사    업    명
비 고

총계 64개 과제

민원봉사과(3건)

 1.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제 운

 2. 기록물 관리 효율성․전문성 제고

 3. 고객감동 호적행정서비스 체제 확립

청소행정과(3건)

 1. 구민감동의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2.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문화 만들기

 3.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최소화

주민생활지원과(1건)  1.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

복지지원과(3건)

 1.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0세에서 18세까지 꿈과 사랑 만들기

 3. 노(老)-노(老) 케어 사업

환경위생과(3건)

 1. 새파란(SEFALAN)금정 추진

 2. 먹는 물 관리 강화

 3.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집중 관리

지역경제과(4건)

 1.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2. 화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3. 구양묘장 조경수목 활용 도시녹화 사업
 4. 윤산 『구민의 숲』만들기

도시안전과(4건)

 1. 재난 사전 대비 시스템 구축
 2. 노점상 없는 시범거리 조성
 3. 현장 체험식 민방위 교육․훈련
 4. 보안등 수리방법 개선

교통행정과(4건)

 1. 부산대앞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2. 200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4.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

건축과(4건)

 1. 위반건축물 단속 관리
 2. G․B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
 3. 환경정비의 날 운
 4.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건설과(5건)

 1. 부산대학교 앞 명물거리 조성
 2. 부곡시 아파트∼부곡3동간 도로개설
 3. 금샘길(산성터널접속)개설 공사
 4. 온천천 자연형 하천환경정비
 5. 선동 신천운동장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

토지관리과(3건)

 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업

 2. 도로명 주소의 활용․활성화 추진

 3. 고객만족을 위한 양면모니터 설치 운



부분별 행정제2부

50 

부 서 별 사    업    명
비 고

총계 64개 과제

보건소(3건)

 1. 출산 지원시책 사업

 2. 이동건강 검진버스 운

 3.『깨끗이 손 씻기』체험 전개사업

도서관(2건)
 1. 도서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 강화

 2. 도서관 이용 생활화로 조기 도서습관 배양

문화회관(3건)

 1. 시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2. 문화공간 개방으로 문화접근기회 확대

 3.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문화환경 조성

  ▢ 자체평가 결과

    ○ 평가종합

       ▻ 2006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사업 총 64건 중

       ▻ 정상추진 사업 - 64개 사업(탁월 12, 우수 29, 정상 23)

     ○ 평가결과

       ▻ 우수 추진부서(6개부서) : 세무과,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재무과, 건설과

     ○ 총평 : 2006년 5.31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4기가 의욕적으로 출범 “살맛나

는 부자도시 금정 건설”이라는 구정 비젼 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과제들이 정상적

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2006.8.16.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준비팀을 발족하는 등 주

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적의 운 방법, 사업별 수익성과 조직 

기구 분석 등을 통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을 적극 강구하 고, 세계화, 지방

화 시대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금정구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 슬로건을 개

발하 고, 21세기 지식혁명 시대에 대비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소양 제고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하 다. 부산대학교앞 명물거리 조성사업을 통하여 부산대학교와 부산대역 

주변을 연계한 젊음의 역동성을 발산하는 창조적 공간 조성 및  도심을 가로 지르고 

있는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웰빙 휴식 공간으로 제공

하 다.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출산 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불임부부 수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및 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꾸준히 시행 하 고,  이동건강 검진 체험버스를 지속적으로 운 하여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펼침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독거 노인, 경로당 어르신, 거동 불편 

장애우 들에게 의료혜택을 줌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 금정을 실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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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가. 총   괄

총과제 건수 완 료 추진중(상위법령개정 및 계속 사업) 미착수

23건 2 18 3

  나. 단위사업별 추진과제(5대 분야 15개 과제)

분 야 공 약 사 업 추진상황 추진부서

도시개발
․

지역경제

 1 금사공단내 아파트형 공장건립 및 각종 규제 완화 미착수 경제진흥실

 2. 산․학연계 벤처타운 조성으로 금사공단 활성화 미착수 경제진흥실

 3. 서․금사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뉴타운 개발) 추진중 건축과

 4. 재래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충 추진중 경제진흥실

 5. 선․두구동 대규모 화훼단지 조성 추진중 농업녹지과

 6. 노포동 버스터미널 주변 역세권개발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중 건설과

 7 금샘로 조개개통을 통해 유통 및 인프라 구축 추진중 건설과

환경도시  8. 온천천 웰빙 친수공간 조성 추진중
건설과

(총무과)

사회복지

 9. 노인참여 구정자문위원단 구성 추진중 기획예산실

 10. 노인실비요양․치매시설 확충 추진중 복지지원과

 11. 보육시설 대폭 확충, 유아교육 지원 확대 추진중 복지지원과

 12.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립
완   료

총무과

(주민,복지)

문화관광

 13. 어마을 건설과 어체험 공원 조성 추진중 기획예산실

 14. 친환경 「윈-윈 학교급식제도」 마련 미착수 총무과

 15. 방과후 학교시설 개방 및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 추진중 복지지원과

 16. 청소년, 주부의 의견을 반 한 문화 프로그램 확충 추진중 복지지원과

 17. 대학로시범 거리 조성 추진중 건설과

 18. 금정산성 전통역사마을 조성( 화촬 소 활용 등) 추진중 문화공보과

자치행정

 19. 구민과 현장대화의 날 운 추진중 총무과

 20.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추진중 기획예산실

 21.「구청장 ⇔ 구민 Hot-Line」 개설 추진중 총무과

 22.「금정신문고」설치 추진중 총무과

 23. 구청장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완   료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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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총평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을 건설하기 위한 민선4기 구청장 공약 추진상

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및 노후 불량 건축물의 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을 보이는 서․금사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으로 뉴타운 개발이 본격 추

진되고, 

   □  선두구동 대규모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A․B구역의 조성완료로 8,000평규모의 

비닐하우스 54개동을 설치함으로써 시설현대화 및 화훼산업의 브랜드화 추진

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으며

   □  금정산성 전통역사마을 조성사업 추진으로 역사 및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된 젊음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대학교 앞 시범 거리 조성사업으로 새

로운 트랜드를 주도하는 매력있는 도시 공간 창출에 주력하 다.

   □  또한, 구민감동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구청장⇔구민과의 Hot-Line 개설, 

금정신문고 설치, 구청장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로 현장행정 강화와 구민과의 

쌍방향 교감을 통한 대화정착으로 열린행정을 실현하는 기반 구축하고,

   □  금사공단내 아파트형 공장건립 및 각종 규제 완화사업과 산학연계 벤쳐

타운 조성사업은 예산문제 등으로 미착수 상태이나, 석대지구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결과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 예정이다.

   □  재정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한 친환경 윈-윈 학교급식제도 등은 차후 예

산절감 및 각종 세원발굴에 매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하겠으며,

   □  온천천 웰빙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향후 부산시에서 통합관리하게 됨으로써 주민편

의시설사업 등의 지연 우려가 있어 당초 목적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시행 될 수 있

도록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 분야별 세부평가

   □ 완료사업 : 2건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립 사업은 기

존에 운 하고 있던 「금정구 자원봉사센터」를 활용 유기적인 업무체

계를 구축하여 독거노인 및 재가서비스 대상자와 봉사자들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 다.

    ○ 구청장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는 2007.3.12일 구 홈페이지(열린 구정)

내에 업무추진비 공개 코너(반기1회)를 마련, 2006년 하반기 집행 업무

추진비에 대해 그 내역을 공개하여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 알리기에 노

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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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중사업 : 18건

    ○ 서․금사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뉴타운 개발)사업은 서동 302번지

와 금사동 402번지 일원 약40만평에 대하여 2007년 4∼5월 2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 고 ‘07년 5. 23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 다. 

    ○ 재래시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충사업은 부곡상가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인 자부담금(20백만원)의 확보로 7월부터 시장바닥 및 전기․통

신공사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서동시장 경 현대화 사업도 ‘07년 하반

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선두구동 대규모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선동 648번지 일원내 화훼단지 

1∼2단계(A,B구역)조성 완료(8,000평, 54개동)로 정상 입주․ 업 중에 

있으며 시설현대화 및 화훼산업의 브랜 드화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시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으며,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한 석대 화훼

단지 농가의 선동 이전 추진으로 화훼산업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며, 향

후 대규모 화훼단지 완료 (3단계, C구역, 5,300평 28개동)시 인해 생산, 유

통, 소비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다.

    ○ 노포동 버스터미널 주변 역세권 개발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노포동 부

산종합버스터미널 주변, 약 165,000㎡ 규모에 숙박, 쇼핑, 오락, 공원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지

정 및 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열람공고)를 실시하여 관광자원화의 기

반을 만들었다. 

    ○ 금샘로 조기개통을 통해 유통 및 인프라 구축은 1993년부터 2010년까

지 금강식물원에서 구서주공아파트간 산성터널 접속공사를 완료하여 간

선도로인 중앙로의 우회기능 확보와 교통체증을 해소로 인근의 유통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L=1,384m, B=60m에 대한 도로개설을 완료하

고 추가구간에 대한(L=280m, B=20m)보상협의(총5필지 5,249㎡보상완료)

와 및 공사구간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 다.

    ○ 노인참여 구정자문위원단 구성은 구정자문 전반에 걸쳐 정책수립시 

지역내 각계각층의 원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근원적인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일을 두고 원로 어르신 선정에 신중

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온천천 웰빙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A=1,534㎡ 규모의 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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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 낙차공(어도)19개소설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

고, 2006년도에는 L=1.7㎞규모의 산책로 조성 및 하수시설을 정비하

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도모 및 웰빙공간을 마

련하 으나 현재 온천천 종합정비시행 계획수립 용역에 따라 부산시에

서 총괄공사 발주를 추진하여 우리구의 주민 편의시설 등 사업이 지

연될 우려가 있다.

    ○ 노인실비요양 ․ 치매시설 확충사업은 ‘07년 6월 현재 금정구 노인요

양시설 총 정원은 649명으로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이 242%로 타 

시․군․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06년에 2개소 건립과 ‘07

년 현재 2개소를 신축공사 중으로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은 구청장 공

약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보육시설 대폭 확충,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 확대사업은 보육시설 

지원은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에 비하여 민간, 가정보육 시설의 재원

율이 낮아 보육시설운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설의 질적수준 향

상과 평가인증 참여를 확대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인 보육 시설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질적인 수준향상과 보육행정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 어마을 건설과 어체험 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을 통한 

어마을 조성을 하고자 정책결정을 하고, 민자추진자체사업단을 구성하

여 실무협의를 가졌고 주무관청의 초기 투자 규모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

를 실시한 결과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초기투자 규모 확정(부지매입 

및 사회기반시설)에 어려움이 있다. 

    ○  방과후 학교시설 개방 및 청소년 활동 공간 제공사업은 총34개 학교

(초등학교21, 중학교13)의 운동장, 다목적 강당, 실내체육관 등을 개방하

여 주말 및 방과후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과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사업

으로 현재 15학교가 참여하여 컴퓨터실, 어학실등 16개소와 도서관 14개소

를 개방하 다.

    ○  청소년, 주부의 의견을 반 한 문화 프로그램 확충 사업은 구청,  동

사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수련관,  금정문화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주부의 맞

춤형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운 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선호도 설문조사를 2

회 실시하고 기관별 추진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여 청소년과 



제1절기획예산

 55

주부의 사회참여 및 사회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 다.

    ○ 대학로 시범 거리 조성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대학교정문

에서 부산대 전철역간 일원에 A=190,000㎡규모의 차없는 거리 및 테마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3억원을 투입하여 부산대학교 대학로 시

범거리(금강로, 강변3로) 공사 발주하 으며 일명 패션타운에 대한 미니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본격 일환으로 조형물을 제막하 다.(‘07. 6. 5)

    ○ 금정산성 전통역사마을 조성( 화촬 소 활용 등)사업은 금정진 복원

을 위해 ˝금정산성 종합복원 계획수립 용역̋ 에 추가 반 하여 문화재청

에 승인 요청을 하 고, 금정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823백만원의 예

산을 투입하여 구름다리, 스텐 아치교,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여 금정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 고,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5

월과 6월에 2회에 걸쳐 우리고장 역사 문화 탐방을 실시하여 우리고장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구민과 현장대화의 날 운  사업은 연초 2주에 걸쳐 동을 순회 방문

하여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 으며, 지역대표 100여명을 초청, 시장과

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시에 건의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 수시로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

여 구정에 반 하고자 활발한 현장행정을 추진하 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주민여론수렴을 위하여 사이버공간을 활용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배너를 설치하고 「예산 참여방」을 

운 하여 다가가는  현장여론을 수렴하 으며 사업예산관련 교육을 실

시하여 예산교육을 통한 주민참여기반을 조성하 다.

    ○ 「금정신문고」 설치는 4월 기존 시행중이던 복지신문고를 새단장하여

「금정신문고」로 운 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실무자와 면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다소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일

지에 기록 후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자와 면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 8건을 접수․처리하 으나 다소 주

민참여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구청장과 구민간 핫라인 개설은 4월 설치 완료하여 사전통화 예약제 

방식으로 운 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5건의 구정현안, 개인민원, 제

안․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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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추진사업 : 3건

    ○ 금사공단내 아파트형 공장건립 및 각종 규제 완화사업은 막대한 예산

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부지 확보와 시 및 중앙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

원이 필요하여 미착수 상태이며, 현재 市에서 산업입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중이므로 용역결과와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이다..

    ○ 산학연계 벤처타운 조성으로 금사공단 활성화 사업은 市 석대지구 개

발방안이 2007년 1월 30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도시공사에서 용역 재

개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다.

    ○ 친환경 윈-윈 학교급식제도 마련 사업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으로 학

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을 장기적인 안목( 2008년 이후)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마. 향후계획

   공약사업 중 상부기관 건의사항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국․시비 등 사업

비 확보 애로,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정 차질이 우려되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한 연도별, 사업별 보조금확보에 적극적인 관

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또는 비예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겠다.

 바. 추진상황 점검 철저 - 기획예산실

   ○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에 의거 반기별 점검 철저

   ○ 공약사업을 부서장의 자체평가(목표관리제)와 연계추진

 5.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금정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거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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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 

연번 심의일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1 2006. 2.28 공유재산 취득(금정구 경로회관) 심의안 원안가결 사회복지과

2 2006. 5.25 2005 금정구 지역발전기금 결산 심의안 원안가결 기획예산실

3 2006. 9. 5 2006 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  변경안 원안가결 “

4 2006. 9.18 마을버스 요금 조정안 원안가결 교통행정과

5 2006.12.18 2006년 직원제안 심사 결정안 원안가결 총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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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전략사업

1. 설치목적 및 중점추진사항

  

   지역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아이디어 구상을 통한 새로운 

구상사업 및 시책 발굴로 발전 지향적인 금정의 미래상 제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담당직제를 설치, 각종 구정현안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구청장 공약사항 및 시책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전략 마련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

적인 대응전략 수립으로 구정의 관리방향 제시와 구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가. 담당신설 및 변천

    ▢ 2003. 12. 5. 직제․정원 조정 : 구정개발담당(신설)

    ▢ 2005. 2. 7. 조직개편 : 구정개발담당 → 정책개발담당(명칭변경)

    ▢ 2005. 12. 31. 조직개편 : 정책개발담당 → 지역전략사업팀(명칭변경)

    ▢ 2007. 1. 1. 조직개편 : 기획예산실 지역전략사업팀 → 경제진흥실 정책

개발담당(소속 및 명칭변경)

2. 『금정Vision21』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준공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020년 도시 미

래상을 염두에 둔, 도시공간을 품격 있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인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금정Vision21』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으로 구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 다.

  가.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04. 12. 14 ∼ 2006. 12. 28

    ▢ 용역금액 : 458,941천원

    ▢ 용역범위 : 단기 2010년 / 중기 2015년 / 장기 2020년

    ▢ 용역내용 :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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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역(65.19㎢)

    ▢ 용 역 사 : (주)유신코퍼레이션, (주)부경종합기술단

  나. 중장기발전계획의 주요 구성내용

    ▢ 도시 미래상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

    ▢ 계획의 기본목표

      ❍ 풍요로운 여유가 있는 도시

      ❍ 희망의 교육, 신명나는 문화도시

    ▢ 발전전략

      ❍ 풍요로운 여유가 있는 도시

        ▷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 : 지역특성과 잠재력 개발

        ▷ 건강한 복지도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시설확충

        ▷ 쾌적한 환경도시 :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편리한 교통도시 : 원활한 광역교통망 구축

        ▷ 행복한 주거도시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열린행정 구현

      ❍ 희망의 교육, 신명나는 문화도시

        ▷ 희망의 교육도시 : 직․간접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기반 강화

        ▷ 지식기반 정보도시 : 산․학․연 공동체 및 지식산업 기반 조성

        ▷ 신명나는 문화도시 : 문화산업 육성, 다양한 문화 컨텐츠 개발

        ▷ 다체험 관광도시 : 다양한 체험관광 개발 및 경제기반 육성

3. 금정구 브랜드슬로건 선정 및 디자인 개발

  세계화․지방화시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민의 힘과 자부심을 하나로 모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정구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도시홍

보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추진, 2006. 2.부터 브랜드 슬로건 공모․심사과정을 거쳐 

2006. 10. 최종적으로『Smile! Geumjeong』을 금정구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선정하 으

며, 2007년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을 통해 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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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브랜드 슬로건 공모 및 선정

    ▢ 슬로건 공모 : 2006. 2. 10 ~ 3. 9(부산), 5. 1 ~ 5. 30(전국) ▷ 총 309건 응모

   ▢ 슬로건 심사

     ❍ 1차 심사(서면) : 2006. 8. 28 ~ 9. 3 ▷ 25건 선정

     ❍ 2차 심사 : 2006. 9. 15 ▷ 8건 선정

  ▢ 주민선호도 조사 실시 : 2006. 9. 22 ~ 10. 5(2차 심사 선정작 8건)

     ❍ 인터넷 설문조사, 서면 설문조사, 스티커 부착 선호도 조사

     ❍ 총 참여인원 : 3,538명

   ▢ 브랜드 슬로건 최종심사․선정 : 2006. 10. 30(심사위원회)

     ❍ 선정작 : Smile! Geumjeong

  나.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추진(2007년)

    ▢ 금정구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07. 3. 6 ~ 2007. 7. 11

      ❍ 용역금액 : 26,000천원

      ❍ 용역내용 : 금정구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

      ❍ 용 역 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남지원), (주)휴먼씨앤아이

4. 구상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고, 구정목표인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

을 실현하기 위해 기 추진 중인 구정현안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각종 구상사

업의 기획 및 정책적 검토를 통한 새로운 시책의 지속적인 개발로 개발제한구

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부족한 재원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해소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발전 지향적인 금정의 미래상을 제시하

기 위한 중점 전략․구상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집중과 선택을 통한 핵심 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한정성을 지닌 뛰어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區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의 발

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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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분야

      ❍  교육특구 ⇨ 부산‘8학군’의 명성 유지

        ▷ 학교(고교) 외국어 교육 강화, 외국인 강사 체류기간 연장

        ▷ 어마을 운 , 사이버 학습센터 운

      ❍ 역사체험특구 ⇨ ‘300년’역사의 금정산성 및 산상마을 보존

        ▷ 산악레저타운, 역사문화촌 조성

        ▷ 드라마 및 화촬 소 유치,  캐슬빌리지 미니어처랜드 조성

      ❍ 화훼특구 ⇨ 선두구동의 집된 화훼단지 특화산업 개발

        ▷ 화훼공원 조성, 화훼축제 개최

        ▷ 수 강 생태하천 조성, 연꽃소류지 조성

      ❍ 명상체험특구 ⇨ 천년고찰 범어사의 ‘선과 명상’ 테마관광사업

        ▷ 세계적인 선(禪)문화체험타운 조성

      ❍ 먹거리특구 ⇨ 산성마을 흑염소, 산성토산주 등 지역특산물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금정산성 흑염소 불고기․산성토산주 먹거리특구 지정 추진(2007년)

      ❍ 특구지정 타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특구제도에 대한 기대효과 등의 홍보로 구민의 인지도, 참여도 제고

      ❍ 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 신규산업 창출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정발전 도모

      ❍ 산성마을 먹거리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법규 및 규제해소 방안 등 강구

  나. 선두구동 일원 생태공원 조성 추진

    선두구동 일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자연환경의 추가훼손 방지 및 생

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문화활동공간 창출로 시민휴식공간 제공 

등 도심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금정구 선두구동 일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20년

      ❍ 사업내용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정지역 선두구동 일대를 

종합 생태체험공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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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시설 : 화훼판매단지, 연꽃소류지, 생태공원, 금정시민공원, 숲체험장, 생태

거리 등

    ▢ 추진실적

      ❍ 2006. 4 : 호랑나비생태거리 조성(자귀나무식재, 탱자나문 군락정비)

      ❍ 2006. 5 : 선동화훼판매단지 주변 정비

      ❍ 2006. 6 : 연꽃소류지 정비완료

       ❍ 2006. 6 :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금정시민공원 조성)포함

        ▷ 금정체육공원 주변 생태거리 조성 : L=1.0㎞

        ▷ 신천마을 주변 숲 체험장 조성 : A=78,800㎡

      ❍ 2006. 7 : 환경부 방문 설명(환경부 그린시티 시범사업 신청)

      ❍ 2006. 7 :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관련 자료제출(市)

    ▢ 금정시민공원 조성 추진(2007년 ~ )

      ❍ 2007. 2 : 금정시민공원 조성사업 관련 자료 제출(市)

        ▷ 2008년 용역비 예산(1억)확보하여 市 녹지공원과에서 금정시민공원 

조성사업 관련 종합조성계획 용역실시 예정

      ❍ 금정체육공원 주변 생태거리 조성(L=1㎞)

        ▷ 위    치 : 금정체육공원(한물교 ~ 송정천)

        ▷ 사 업 비 : 3억원

        ▷ 세부사업내용

          - 서식지 정비(탱자나무, 자귀나무 군락지) : L=800m

          - 황토 산책로(한물교 옆 고수부지) : L=200m, B=4m

          - 상징조형물 및 안내간판 설치 : 6개소

      ❍ 신천마을 주변 생태체험공원 조성(A=78,800㎡)

        ▷ 위    치 : 선동 신천안골천 주변

        ▷ 사 업 비 : 42억원

        ▷ 세부사업내용

          - 생태문화공원조성(소하천 생태학습장 등) : A=7,200㎡

          - 민물고기 전시관 조성(하천부지) : 건평 400평

          - 야생화 및 숲 체험장 조성(시유지 임야) : A=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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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시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고 발전지향적인 금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주요시설과 자치단체 등의 우수시책 및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각종 현안 사

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구정발전 시책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 나가고 있다.

    ▢ 벤치마킹 실시 현황

기 간 대 상 참 가 벤치마킹 사례 비 고

‘06.1.9 ~ 1.12

(3박4일)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일원

지역전략사업팀장

외 7명

 ․경기도 파주 어마을

 → 어마을 조성 자료수집

 ․경기도 양평 민물고기연구소

 →민물고기자원센터 자료수집

 ․충청남도 아산 세계 꽃 식물원, 

스파피스

 →화훼공원, Water-park 자료수집

 ․전라남도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지역특구 자료수집

‘06.4.19 ~ 4.25

(4박5일)
부산 안국선원 지역전략사업팀장

 ․禪수행 체험프로그램 참여

 →세계선문화체험타운 조성 우수사

례 벤치마킹

‘06.4.26 ~ 4.28

(2박3일)
경기도 파주

지역전략사업팀장 

외1명

 ․ 어캠프시설 방문 및 운 사례  

조사

 → 어마을 조성 우수시설 사례수집

‘06.11.7 ~ 11.8

(1박2일)

경기도 이천, 

강원도 춘천, 

진주시 대안동

지역전략사업팀장 

외1명

 ․이천시 문화의 거리, 춘천시

  명동거리, 진주시 대안동(중앙로)

 →부산대 명물거리 및 패션타운 활

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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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 산 운 영

1. 재정여건 
 

  가. 세입부문

   세입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 투자확대로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전

년대비 37%)하여 전체세입은 늘어났다고 할 것이나 장기화된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자체재원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현저한 감소 등 

재정의 열악한 자주성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필요하 다.

  나. 세출부문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교통망 확충,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의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긴축재정․운 이 절실하 다. 

2. 2006년도 예산현황 

  가. 총괄  

   2006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총 142,387백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대비 

22%, 최종예산대비 5.9% 증가한 규모이고, 일반회계가 135,205백만원, 특별회

계는 7,182백만원이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산액

2005년도 

본예산 최종예산

계 142,387 116,845 134,354

 일반회계 135,205 109,050 125,493

 특별회계 7,182 7,795 8,861

-의료보호

-주민소득

-주 차 장

-주거환경

259

1,783

4,991

149

56

1,556

6,138

45

103

1,705

6,908

145



제1절기획예산

 65

  나.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예산액

20 0 5년 도 

본예산 최종예산

계 142,387 116,845 134,354

 일 반 회 계 135,205 109,050 125,493

  - 지방세수입 13,858 15,666 12,204

  - 세외수입 19,101 21,304 22,884

  - 지방교부세 4,846 5,079  9,501

  -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34,544 31,773 35,009

  - 보 조 금 62,854 35,228 45,895

 특 별 회 계 7,181 7,795 8,861

 - 세외수입 6,172 5,681 6,717

 - 보 조 금 1,009 2,114 2,114

 

  다.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기    능    별 조    직    별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계 142,387 계 142,387

일반회계 135,205 100% 일반회계 135,205 100%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

39,916
81,996
10,995
321
1,975

29.5%
60.7%
 8.1%
0.2%
1.5%

-의회사무국
-구  본  청
-도  서  관
-보  건  소
-문화  회관
-동 (18개동)

1,647
117,410
1,331
4,293
1,891
8,633

1.2%
86.8%
1.0%
3.2%
1.4%
6.4%

특별회계 7,182 100% 특별회계 7,182 100%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2,191
4,991

30.5%
69.5%

-구  본  청 7,1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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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 주요사업조서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비고

◦온천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1식 600 시비600

◦온천천 생태계복원 등 정비사업  하천환경정비 L=4.8km 1,430 국비715, 시비715

◦수 강 자연형하천 정화 사업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L=2.0㎞ 1,560 국비830, 시비730

◦부산대학 앞 보도 신설  만남길 정비 1식 330 시비330

◦부산대 주변 차 없는 거리 확대  1식 40 시비40

◦부산대 명물거리 조성사업  도로정비, 지중화 등 800 시비800

◦ 락공원 편의동 건립  1식 900 시비900

◦ 락공원참배객전용주차장건설  300면 100 시비100

◦소정천 복개 구조물 보수  1식 200 시비200

◦금정국민체육센터건립  지하2층, 지상1층 1,500 시비800, 구비700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식 18 시비18

◦범어사진입로확장및주변시설정비  진출입로,우회도로 개성 500 특별교부금500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식 267 국비267

◦선두구동일원농로확장공사  도로확장 L=150m 256

◦지방도 1077호선 도로확장  도로확장 및 포장 L=2.7㎞ 23,991

◦산성터널접속(금샘길)도로건설  도로개설 L=280m 2,900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도로확장 L=220m 1,000 시비1,000

◦부일레미콘진입도로  1식 300 특별교부금300

◦부곡시 @∼부곡3동간 도로개설  도로개설 L=600m 1,500

◦서곡초등학교 뒤 도로개설  도로개설 L=460m 500 시비500

◦서2동∼부곡4동간 중복도로개설  도로확장 L=1,000m 1,500

◦동천교 확장(반송로)  도로개설 L=30m 300 시비300

◦윤산구민의 숲 조성  숲길 조성 L=1.5㎞ 128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 현대화 1식 109 국비73, 시비36

◦하수관거개보수사업  1식 200 시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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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
만원)

기 금 명 설치근거 2005년말
현재액

2006년도 운용계획
해당부서

조성액 집행액 2006년말 
현재액

사회복지기금

금정구사회복지

기금설치및운용조

례제3조

713 68 20 761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
금정구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 조례
202 6 0 208 복지지원과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제71조 177 40 78 139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8조

876 160 402 634 도시안전과

지역개발기금
금정구지역발전기

금설치조례제1조
14,191 200 10,974 3,417 기획예산실

5. 재정운영 방향 및 전망

   200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장기화된 내수부진 및 정부의 부동산 안

정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24.4%로 

전년도(28.0%)대비 3.6%로 다소 감소하 으나,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치

구재원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 노력을 통해 원활한 재정 운

을 도모하 고

   향후 재정여건은 주택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이나 시세(췰․등록세) 감소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대폭 감소 등이 예

상되고 사회복지분야의 수요증가, 직원 인건비성 경비의 자연 증가분 등 세출 수

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계속

마무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경상경비 절감, 예산 절감시책 발굴 등으로 예산절약을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재정운 을 추진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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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7년 사업예산 시범편성

 가. 개   요

   2008년 사업예산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2007년도 품목별 예산서를 사업예산서로 재편성

 나. 추진사항

  □ 대    상 : 2007년도 당초예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내    용 : 

    ○ 사업예산 구조화에 따른 체계 변경

      ▷ 13개분야 51부문에 따른 정책․단위․세부사업 설정

      ▷ 정책사업, 행정운 경비(인력운 비, 기본경비),재무활동 구분

      ▷ 일반, 특별회계 ➲ 정책 55개, 단위 142개, 세부 618개 사업

      ▷ 기 금(5개사업) ➲ 정책 1개, 단위 5개, 세부 12개 사업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구축에 따른 예산편성

      ▷ 시스템상의 사업구조화, 예산편성, 예산조정 등 예산편성절차에

         의거 시범예산 편성

      ▷ ‘08년 예산편성 대비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숙달 및 문제점 도출

         자치정보화 사업단 홈페이지 “고객요청”활용 게시

 다. 사업예산 시범편성 비교분석

구 분 시    범    편    성

추 진 대 상  2006년 당초예산  2007년 당초예산

재정프로그램
엑세스 활용
(재정정보시스템 미구축)

재정정보시스템 구축․활용

정책․단위․세

부 사 업 수
정책56, 단위183, 세부527 정책55, 단위142, 세부618

사 업 구 조 화
( 기 본 구 조 )

․4가지(최상위 구조)
․정책사업, 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3가지(최상위 구조)
․정책사업, 행정운 경비,
  재무활동

부 문 별

특 이 사 항
․동사무소 정책사업 미설정
  (구본청 사업으로 포함)

․동사무소 1개의 정책사업설정
  (단 사업명 통일)

편 제

1권 세입세출예산서(조직순)
2권 사업설명서

1권 세입세출예산서(총괄)
2권 기금운용계획서
3권 소관별 사업예산명세서
4권 첨부자료(사업설명서)



제1절기획예산

 69

Ⅳ. 법무․통계 관리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화시대에 맞게 불합리한 자치

법규 및 행정규칙을 일제정비, 보완하여 법령의 정확한 적용과 구민의 법의식 

함양에 따른 행정신뢰 확립에 최선을 다하 다.

  
1. 법제 운영

   상위 법령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동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조례 46건, 규

칙 29건, 행정규칙 15건을 정비하 고, 정보화․전자정부관련 추세에 반하는 

규정을 재정비 하는 등 법제관리 업무에 역점을 두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 실적

구 분
정     비     내     역

보유현황 비 고
계 제 정 개 정 폐 지

계 90 17 68 5 260

조 례 46 12 32 2 126

규 칙 29 3 24 2 70

훈 령 13 2 10 1 46

예 규 2 0 2 0 18
 

2. 송무 운영

   행정환경의 변화와 구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모든 문제를 사법적 판단

에 의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어 쟁송사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

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승소율 86%와 직

접수행율 84%를 목표로 하여 비경제적 사건의 상소지양과 패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행정심판청구사건  처리실태

청 구 현 황 결      과 2007
이월계 2005이월 2006신규 계 기 각 각 하 취 하 인용 감 경 보 류

30 9 21 24 13 3 0 4 4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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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송 사 건 현 황

쟁      송 결      과 2007
이월계 2005이월 2006신규 계 승 소 패 소 취 하 기 타 승소율

61 23 38 22 9 3 5 5 86% 39

3. 구민 권익보호와 생활법률 상담

   행정법규 집행상의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

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하

여 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제기로 인한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4. 통계관리

   국가의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하며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의 

측정 및 계획수립에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요구되고 있다. 각종 행정

시책의 사후 분석 및 대민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각종 통계조사와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체기초 통계 조사

 

     모든 사업체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수 및 고용구조, 조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됨은 

물론 사업체단위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로 ’94년 1회 조사

이후 매년(12월 31일 기준) 조사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조사는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병행실시하 다.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등 10개 항목

    ▢ 조사대상 : 조사대상기간(전년도1.1.∼12.31.)중 또는 조사일 현재 국내

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제 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농림․어업(개인경 ),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조사방법 - 임시 조사원이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표 작성

                - 조사표를 배부후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하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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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결   과 

년 도
계 농림·수렵·어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2005

(’04기준)
19,036 81,693 1 6 - - 1,880 16,334 5 88

2006

(’05기준)
18,122 76,947 - - - - 1,795 14,379 8 115

증감율 △4.8 △5.8 △100 △100 - - △4.5 △12.0 △60 30.7

년 도
건 설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등 서비스업 사회개인서비스업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

2005

(’04기준)
534 5,481 9,135 24,591 1,935 8,149 1,198 6,655 4,348 20,389

2006

(’05기준)
503 4,737 8,619 23,160 1,877 7,687 1,123 6,604 4,197 20,265

증감율 △5.8 △13.6 △5.6 △5.8 △3.0 △5.7 △6.3 △0.8 △3.5 0.1

  나. 광업․제조업 통계 조사

     산업구조상 생산활동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업․제조

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수

립 및 관련산업의 연구자료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통계로서 매년 

실시한다.

    ▢ 조사대상 : 광업 및 제조업을 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

    ▢ 조사사항 : 사업체명, 유․무형자산 등 16개 항목을 조사

    ▢ 조사방법 - 임시 조사원이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방식으로 조사표 작성

                - 조사표를 배부후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하고 회수

조 사 결 과
                                                                          (단위: 개,명, 백만원)

기준
년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생 산 액 출하액 주  요

생산비
유형자산연말 
(건설중 제외)

2005
(‘04기준) 582 12,937 229,270 1,409,446 1,408,838 811,160 478,962

2006
(‘05기준) 589 12,401 212,239 1,394,152 1,387,324 772,664 487,801

증감률 1.2 △4.1 △7.4 △1.1 △1.5 △4.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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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민등록인구 통계 조사

     우리시의 구․군별 인구변동사항, 연령구조 및 세대수의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한 자료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

는 한국인과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98년

부터 외국인 세대수 제외)

 조 사 결 과 (기준 : 2006.12.31)

년    도 세 대 수
인   구   수 (명)

계 남 여

2005 91,781 264,880 131,230 133,650

2006 93,044 263,338 130,463 132,875

증 감 률 1.4 △0.6 △0.6 △0.6

  라. 통계연보 발간

     통계연보는 ’89년 1회 발간 이후 매년 발간하여 2006년까지 18회를 발간

하 다. 이는 지방자치제실시 및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날로 더해가고 있는 

지역통계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함이며, 통계자료를 공간적으로 집중시키고 

시간적으로 계속 관리함으로써 자료의 계속성과 이용효율을 높여서 통계 기

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부산광역시 통계 표준항목에 기준 하여 공통항목 및 양식을 확정하게 되

고, 계속적으로 지역통계자료의 개발과 보완으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 주요내용

은 금정구의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농림수산업, 사업체 및 유통․금융, 

상․하수도, 주택․건설, 교통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등 16개 대항

목과 부록으로 금정구 기구표, 역대 구청장 및 부구청장 현황, 문화재현황, 

행정구역 지번 일람표 등이며, 발간은 익년도 9월부터 작업하여 12월중 배부

함으로써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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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정보화 관리

1. 정보화 배경

  정보화 시대에 따른 다양한 대민서비스와 구정전반에 대한 정보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재정정보․민원정

보시스템, 자료관, 홈페이지 등을 운 하고, 직원들의 행정업무 능력향상과 주

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서

금사정보화센터와 금성동 마을정보센터 운 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정보화 연혁

우리구의 정보화 연혁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주 요 내 용

1990. 10. 20 ․총무국 총무과에 통신전산계 신설

1991. 1 ․주민등록 거주지(동) 단위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
․부동산관리업무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

1992
․부동산관리업무에서 토지과년 재증명발급등 대민 서비스 실시
․자동자관리업무에서 온라인 차적조회 실시 
․직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 개최

1993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대민 서비스 실시 
․각 간부실과 실.과간의 근거리 통신망 구축 
․실.과장급 간부공무원과 관내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실시

1994 ․구 자체 전산교육장 설치 운

1994. 7. 1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

1995. 9. 2 ․전산실(16평) 설치

1995. 12. 31 ․주전산기(TICOM) 및 주변장치 설치

1996. 1. 13 ․구-동-사업소간 구정종합정보망(LAN) 구축 

1996. 11. 10 ․총무과 전산계 설치

1997. 10. 30 ․전산실 확장 및 전산교육장 설치

1998. 10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정

1998. 12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 구축(예산회계, 지방세, 인허가, 세외수입)

1999. 12. 6 ․금정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2000. 3 ․부산광역시금정구인터넷민원서비스운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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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주 요 내 용

2000. 6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사업 개시(주전산기 구입)

2000. 9 ․지방행정정보망 고도화 ATM 설치(행자부-시-구)

2000. 10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1단계사업 정상운

2001.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추진

2001. 11. 24 ․제1회 직원정보화 능력평가 시행

2002. 1 ․무인민원발급기(KIOSK) 운

2002. 8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운

2003. 2 ․금정구 전자민원창구 개통

2003. 6. ․금성동 정보화시범마을(2차) 조성

2003. 9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완료
․주민등록 시군구행정시스템 이관(동→구)

2003. 11 ․서금사정보화센터 개소

2004. 1. 1. ․민원정보화과 정보화담당 조직개편

2004. 2. ․자료관시스템 구축

2004. 7. ․문화회관, 도서관 인터넷 환경개선(512Kbps →　2,048Kbps)

2005. 5. ․금성동 금정산성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산성누룩) 개시

2006. 1. 1. ․기획예산실 정보화담당 조직개편

2006. 9.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2007. 1. 1. ․총무국 민원봉사과 정보화담당 조직개편

3. 정보화시설 현황

시설명(홈페이지)
위치

(교육수용인원)
면적 주요시설 주요장비

 전  산  실  금정구청 4층 57평
 기계실
 작업실
 프린터실

 주전산기, 단말기(3),   
 고속레이저프린터(2),
 정보통신장비

 전산교육장
 금정구청 4층
 (24명)

18평  교육장
 컴퓨터(25),
 프로젝터(1)

 정보화마을정보센터
 금성동 금성초등  
 학교 내(10명)

30평  교육장
 컴퓨터(11),
 프로젝터(1)

 서금사정보화센터
 서4동사무소 5층
 (20명)

80평
 교육장
 자료실

 주전산기(1),
 컴퓨터(38),
 프로젝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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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6년도 추진실적

  ▢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설치

 ❍ 시    기 : 2006. 8월 ~ 10월

 ❍ 내    용

 ▷ 주전산기 설치 : H/W 12종 19식, 상용 S/W 11종 16식

 ▷ 인사행정, 표준재정, 표준세정 운  프로그램 설치

  ▢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확대

    ❍ 추진내용 : 서금사지역 1대 추가(2006. 3, 세웅병원)

※ 기존 4대 ⇒ 5대(구청, 부산대역, GS마트, E-마트, 세웅병원)

  ▢ 주민 정보화 교육

 ❍ 목    표 : 주민 정보화능력 향상으로 지식정보사회 적응력 제고

 ❍ 교육실적 : 14개소 3,166명

구  분 합계 구청 서금사
마을
정보센터

문화회관 도서관
동 자치센터
(9개소)

인  원 3,166 816 677 174 334 182 983

  ▢ 정보화마을 운

 ❍ 정보화교육 : 174명(주민 108명, 초등학생 66명)

 ❍ 전자상거래 : 산성누룩 102개 204,000원

 ❍ 체험농장 운  : 5평 * 20가족 (2006. 4~2007. 2)

  ▢ 보안 프로그램 보급

 ❍ 목    표 : PC를 통한 정보유출 예방 및 PC 장애 사전예방

 ❍ 내    용 : 컴퓨터바이러스, 악성코드 퇴치 프로그램 1,191본

  ▢ 전산 프로그램 개발

 ❍ 구축기간 : 2006. 3 ~ 6월

 ❍ 내    용 : PC 현황의 전산관리로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 무선인터넷존 구축

 ❍ 구축시기 : 2006. 3월

 ❍ 내    용 : 금샘광장 내방객 무선인터넷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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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분 지방세 전산처리

 ❍ 목    표 : 지방세 적기 부과와 수체납 처리로 행정생산성 향상

 ❍ 처리세목 : 면허세(15,191건), 자동차세(68,817건), 재산세(80,000여건)

  ▢ “사랑의PC 나누기” 사업 추진

 ❍ 목    표 : 사용연한이 지난 컴퓨터(PC)를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

 ❍ 추진시기 : 2006. 7~ 1006. 10

 ❍ 추진방법 : 부산시, 부산체신청과 연계 추진

 ❍ 보급대수 : 16대(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등)

  ▢ 행정업무 지원

 ❍ 보건소 전산망이설공사(1월), 동 복지상담실 전산망 구축(6월)

 ❍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설치 : 2006. 2월

 ❍ 현장민원실 : 전출입 등 온라인 운  지원(2006. 2 ~ 3월)

  ※ 구서동 롯데캐슬아파트 입주 대비

5. 향후 계획

2007년도에는 금성동 금정산성 정보화마을과 서금사정보화센터를 지속적으로 

운 하여 지역 정보화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정보화교

육을 다양화하여 주민자치센터, 문화회관, 도서관, 서금사정보화센터 등에서는 

기초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구 전산교육장에서는 중급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주민들의 정보화욕구를 수용하도록 하여 금정구

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랑의 PC 나누기 운동을 통해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함께

하는 구정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행정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시군구시스템

을 고도화하여 31개 업무를 전산 처리하기 위한 “새롭고 올곧은”이라는 뜻을 가

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인사정보시스템, 표준재정시스템, 표준세정시

스템,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e-AIS)을 구축하고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과 신

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 노하우 공유를 위한 자료관시스템 

및 행정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민원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 에 만

전을 기하고 전산자료의 백업, 소산 및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 등에 안전한 

클린 네트워크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