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13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확대 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추진상황
임기내 임기외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지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 ● ● ● ●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추진

 ◦ 관급공사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급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 제고

◦ 공공구매 제도 적극 활용으로 자립기반 구축지원

◦ 지역업체 수주분석 전담공무원 지정 및 지역 업체 참여 T/F팀 구성 운영

 추진계획

【 관급공사 지역 업체 수주확대 】

◦ 부서별 주요사업 집중분석 및 지속적 데이터 관리(공사 1억초과, 물품․용역 5천초과)

◦ 지역 업체 하도급(2억원 초과 종합공사) 수주 확대 추진

    - 부서별 원도급 업체에 대해 지역 업체 하도급 수주 적극 유도

◦ 지역 업체 보호제도 적극 활용

    - 100억원 이상 공사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 49%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입찰 공고문에 명시

    -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할 것을 명시

    - 종합건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

      ․ 3억원 미만(50%), 10억원 미만(70%), 30억원 미만(80%), 30억원 이상(90%)

◦ 자체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분리 발주 적극 검토 및 시행

【 공공구매 제도 적극시행으로 자립기반 구축 】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5천만원이하) 확대

【 지역업체 수주분석 전담공무원 지정 및 지역 업체 참여 T/F팀 참여 운영 】

◦ 공공분야 공사 수주 및 지역제품 구매여부 사전분석 전담공무원 지정(1명), 

     T/F팀 구성(13명) 운영으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업체 참여 확대 시책 개발



 추진실적

  ◦ 2018 ~ 2019  하도급 추진실적
(단위:건/천원)

구분 건수 금액(A) 하도급건수 비율(%) 하도금액(B) 비율(%)
(B/A)

2018 119 50,059,255
포항업체 78 66% 38,423,449 77%

외지업체 41 34% 11,635,806 23%

2019 84 30,867,649
포항업체 73 87% 27,812,745 90%

외지업체 11 13% 3,054,904 10%

◦ ‘18. 12. 4.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규정」시행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규정」준수 적극행정 추진

◦ ‘18. 12. 19. 지역업체 수주확대 공동노력 MOU 체결

    - 17개 기관단체장 및 기관내 회계관련 부서장과 지역업체 수주확대 협조 방안 강구

       ( 포항시의회, 포항교육지원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포항상공회의소, LH공사포항사업

단, 한국농어촌공사포항․울릉지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 영남에너지서비스(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포항융합티엔아이/현대엔지니어링), 철강공단, POSCO,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에코

프로, 대한전문건설협회포항시운영위원회, 포항건설기계협회 )

  ◦ ‘19. 1. 30. 「2019년 지역업체 수주확대 추진계획」전달회의 개최

    - 지역업체 참여 T/F팀 및 전부서 회계담당자와 관급공사, 민간건설 등 지역업체 

수주(하도급 수주)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안 모색

  ◦ ‘19. 6. 10. 「2019년 지역업체 수주확대 추진현황 보고회」개최

- 주요사업 부서장의 부서별 관급공사, 용역, 물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수주현황 

보고 및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의 관내 하도급 수주확대에 대한 향후계획 논의

  ◦ ‘19. 7. 17. 「2019년 하반기 지역업체 수주 확대 업무역량 강화 교육」실시

    -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 업무 연속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19. 11. 7.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향상 대책 회의」개최

    - 2020년 수주 향상을 위해 올해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실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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