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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3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재정여건

재정규모 확대와 함께 가용재원 부족 지속  □ 

            우리구 재정규모는 총계예산 기준 년 억원을 넘어선 2012 3,000○ 

이후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로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년 도시계획세, 2011

재산세 도시지역분 의 구세 전환 이후 큰 폭의 세입증가 요인이( )  

없고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 

세입증가 폭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나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고, 

보조율 인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조정 노력,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등 긍정적 요인이 혼재하여 세입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인 구정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 주요 공약사항 등 , ○ 

신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로 인한 복지비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가용재원 부족 현상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최근 년간 재정규모 추이 최근 년간 재정규모 추이 최근 년간 재정규모 추이 최근 년간 재정규모 추이 < 5 >< 5 >< 5 >< 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 )                                                                            ( :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2011201120112011 2012201220122012 2013201320132013 2014201420142014 2015201520152015
예산총계예산총계예산총계예산총계

전년대비 증감율전년대비 증감율전년대비 증감율전년대비 증감율( )( )( )( )
295,373295,373295,373295,373

(12.6%)(12.6%)(12.6%)(12.6%)
331,641331,641331,641331,641

(12.3%)(12.3%)(12.3%)(12.3%)
345,196345,196345,196345,196

(4.1%)(4.1%)(4.1%)(4.1%)
376,937376,937376,937376,937

(9.2%)(9.2%)(9.2%)(9.2%)
402,413402,413402,413402,413

(6.8%)(6.8%)(6.8%)(6.8%)
일반회계

전년대비 증감율( )
284,936

(14.1%)
314,086

(10.2%)
331,740

(5.6%)
363,511

(9.6%)
386,636

(6.4%)
특별회계 7,397 14,594 10,072 9,411 10,409

기금 3,040 2,961 3,384 4,015 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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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 심화  □ 

            ○ 중앙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급증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세입여건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은 실정으로 전체 세입에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율 심화는 재정의 경직성과 

만성적인 재원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

재정을 저해하고 있어 중앙 지방간 광역 기초간 재원조정을 - , -

위한 세입구조 개편 및 자체 세입기반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

일반회계 최근 년간 세입구성 추이 일반회계 최근 년간 세입구성 추이 일반회계 최근 년간 세입구성 추이 일반회계 최근 년간 세입구성 추이 < 5 >< 5 >< 5 >< 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 )                                                                            ( :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입총계 284,936 314,086 331,740 363,511 386,636

자체수입 
총액대비 비율( )

63,305
(22.2%)

72,453
(23.1%)

73,712
(22.2%)

74,626
(20.5%)

73,307
(19.0%)

지방세 41,245 42,240 45,320 47,267 48,374
세외수입등 22,060 30,213 28,392 27,359 24,933

의존수입 
총액대비 비율( )

221,631
(77.8%)

241,633
(76.9%)

258,028
(77.8%)

288,885
(79.5%)

313,329
(81.0%)

지방교부세 7,927 7,483 8,368 7,730 6,210
조정교부금등 35,825 33,355 32,966 38,421 39,526
보조금 176,379 200,795 216,694 242,734 267,593

지방채 
총액대비 비율( )

1,500
(0.5%)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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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최근 년간 자체 의존수입 비율 일반회계 최근 년간 자체 의존수입 비율 일반회계 최근 년간 자체 의존수입 비율 일반회계 최근 년간 자체 의존수입 비율 < 5 / >< 5 / >< 5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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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목표

    중단없는 사하발전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중단없는 사하발전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중단없는 사하발전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중단없는 사하발전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    
   - 민선 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계획적 재정 운용6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및 필수사업 우선 투자   - 
        장단기장단기장단기장단기 발전발전발전발전    전략에 근거한 재정투자로 재원의 계획적 운용전략에 근거한 재정투자로 재원의 계획적 운용전략에 근거한 재정투자로 재원의 계획적 운용전략에 근거한 재정투자로 재원의 계획적 운용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핵심전략사업 육성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균형발전 추진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 및 건전재정 운용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 및 건전재정 운용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 및 건전재정 운용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 및 건전재정 운용        
   - 교부세 금 목표액 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 ) , 

채무감축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예산효율화 보조금 관리 강화   - , , 

중점 재원배분 방향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노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로 도시경쟁력 강화  □ 

   ○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마을, , ( )기업 육성

            재래시장 현대화 노후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등 추진, ○ 

  □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건설 및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감천문화마을 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재해위험지 정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 

  □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관광 및 녹색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항포구 정비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산림휴양시설 정비 생태하천 조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