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를 
바꿉시다

사하구청장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차관출신 사하출신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사하구청장선거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명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남 1958.04.25.
( 60세 ) 정당인

위스컨신주립대학교 공공
정책·행정 석사 졸업 
(1990.9~1992.5)

(전) 여성가족부 차관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333,678 236,412 67,583 21,967 7,716
육군일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장남:육군병장
(만기전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53,418

53,025

393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보자 전과기록

없음

4. 소명서

없음



“사하를 바꾸는 새로운 선택,
바로 김태석입니다.”
저의 청년기를 보냈던 이곳 사하는

마치 첫사랑 같은 곳입니다.

괴정시장 사과장수의 아들로,

다대포 명태말이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하단동사무소 방위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꿈을 직접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중앙부처에서의 공직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낙후된 고향 사하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사하를 바꾸는 변화와 혁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사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사하를 바꾸는 새로운 선택,

바로 김태석입니다.



사하를 바꿉시다

사하구청장 후보 김태석

태석이가 처음 만난 사하

·1958년 남해 바닷가마을‘덕월리’ 출생

·동아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사하와 첫 인연

·괴정시장에서 사과장수를, 다대포에서 명태

말리는 덕장을 하셨던 부모님

·생계를 꾸리기 녹록치 않았던 시절, 수학

여행도 가지 못했던 어린 태석이

사하 출신•차관 출신 김태석

“방위시절 예비군 통지서를 들고 

골목골목을 누볐지요.

그때 살던 집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사하는 여전히 정겹고 따뜻한 제 청년기의 고향입니다.”

사하가 키운 한 청년의 꿈

·가난 때문에 방황하던 마음을 추스르고,

부산대 경제학과에 합격 

·부마항쟁 시위 건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 행정고시 1차 합격 통보

·4학년 재학 중 마침내 행정고시 최종 합격 

·대학 졸업 후 하단 동사무소에서 방위로 근무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공직시절, 국가는 저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공공기관의 주춧돌을 놓는 일도 제게 맡겼습니다.

사하를 바꾸는 초석, 제가 놓겠습니다.”

정책통・예산통!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공직생활 33년, ‘정책통’, ‘예산통’

·국민의 정부 대통령비서실사회복지 수석실 근무

·여성(가족)부 창설 주도

·‘성희롱’ 개념 최초로 법제화, 호주제 폐지,

아동보육재정 확충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공공기관의 ‘처음’을 다진 김태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초대 이사장

청소년들에게 ‘앉아만 있는 공부’가 아닌, 

‘직접 체험하는 공부’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초대 이사장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노력



사하를 바꿉시다

사하구청장 후보 김태석

2017년 평일 평균 차량속도 23.7km/h (전체 평균 35.9km/h) 

부산시 36개 주요도로 중 혼잡도 2위

(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통계DB

낙동대로 교통혼잡 극심

사하의 안타까운 현실!

2015년 경제성장률 –4.3% (부산 평균 2.9%)  

부산시 16개 구군중 뒤에서 다섯번째

(출처) 2015년 기준 구군단위 지역내총생산 보고서 (부산시, 2017.9월 발표)

사하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2017년 주거만족도 환산점수 337점 (부산 평균 345점) 

부산시 16개 구군중 뒤에서 네 번째

(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통계db, 5점 척도 환산시

사하구 주거만족도 낮음

2016년 교육격차지수 48.58 (부산 평균 50)  

부산시 16개 구군중 뒤에서 다섯번째

(출처) 수치로 드러난 동서부산 교육격차 (부산일보, 2016.11월 보도)

사하구 교육환경 열악

2017년 연간 평균치 31㎍/㎥ (부산 평균 26㎍/㎥)  

부산시 16개 구군중 최하위 (전국 7대 광역시중 부산 최하위)

(출처) 2017년 대기오염도 조사결과 보고(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2018.1월 발표)

사하구 초미세먼지 농도 최악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인호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여당 후보!

사하구 역점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여당 후보!

정책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차관출신 후보!

저 김태석이  「6가지 비전•30대공약」  이행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이제 사하를 바꿔야 합니다.”



사하를 바꿉시다

사하구청장 후보 김태석

김태석과 함께 바꾸는 사하, 

24시간 숨쉬기 편한 도시 사하

구평동 지역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악취관리지역 지정 (구평)

초‧중‧고 다목적강당 설치 및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공통)

괴정천·장림천 악취 제거 및 수질개선(하단, 장림)

하단 SK뷰아파트 인근 환경오염 유발업체 정비 (하단)

신평장림공단 및 감천항 주변 녹지 조성 (신평, 장림, 감천)

1

2

3

4

5

사통팔달! 교통체증 걱정 없는 사하

서부산과 중부산을 잇는 제2 대티터널 조기 건설 (괴정)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하 (공통)

다대1동과 다대2동 연결 해안도로 건설 (다대)

하단~녹산 도시철도 조기 착공 (공통)

사상~하단 도시철도 조기 완공 (공통)

1

2

3

4

5

우리 아이 키우기 참 좋은 사하

부산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신평)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및 활성화 (공통)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공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당리)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체험센터 조기 완공 (을숙도)

1

2

3

4

5

1

2

3



6가지 비전•30대공약

자연이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는 사하

아케이드, 주차장, 1시장 1매니저 등 전통시장 활성화 (공통)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 및 공짜 모의토익 실시 (공통)

신평장림공단 혁신지원센터 건립 (신평, 장림)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으로 수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 (공통)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 비즈니스‧휴양 복합형 호텔 유치 (다대)

1

2

3

4

5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하

어르신・어린이 등 보호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공통)

치매안심센터 신설 (신평)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신평), 셔틀버스 등 장애인 이동편의 확대 (공통)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신설 (공통)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공통)

1

2

3

4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가공간이 있는 사하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2곳 이상 시행 (공통)

신평레포츠 공원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신평)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 주민친화적 개발 (하단)

노후 주거지 인근에 공용주차장 건립 (공통)

을숙도 내수면 마리나 조성 (을숙도)

1

2

3

4

5

5

4

5

6



사하를 바꿉시다

사하구청장 후보 김태석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구평동 YK스틸 인근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악취 자동감지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 최초 공공산후조리원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부산 최초로 사하구에 설치하여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평 행정복지타운 사하

보건소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 등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서부산과 중부산을 잇는 
제2대티터널을 건설하겠습니다!

출퇴근시간 대티터널을 지나는 주민들은 늘 답답함을 느낍니다.

괴정동 교차로~ 충무동 사거리를 관통하는 왕복4차로를 건설해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사하> 
6대 핵심 공약



사하구의 ‘도시철도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하구민들의 숙원사업인 하단~ 녹산 도시철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2021년 조기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사상~하단 도시철도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2021년 조기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굿둑 수문개방으로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낙동강 물길을 열어 재첩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복원해

생태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 자연과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사하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

입니다. 사하에도 2곳 이상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하를 바꿉시다



“ 나란히 앉아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사하구민 여러분,
태석이와 함께 사하를 바꿔주십시오.
사랑합니다.”

1958년 남해 출생

학력

남해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컨신주립대학교 공공정책・행정학 석사 (1990.9~1992.5)

경력

전) 여성가족부 차관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초대 이사장

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초대 이사장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실 서기관

행정고시 제24회 합격

포상실적

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2018년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걸어온 길

김태석
차관출신•사하출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