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78  

   인구감소 장기적 종합대책 수립 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추진상황

임기내 임기외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지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 ● ● ● ●

◇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우리시 맞춤형 전략 발굴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추진배경

 ◦ 지난 10년간 정부차원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 지속감소
     ※ 2018년 인구출산율 : 전국(0.98명), 경북(1.17명), 포항(1.12명)

 ◦ 철강산업 침체와 경제활동인구(15~64세) 감소

 추진목표 및 방향

목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

중점

방향

 ▸ 인구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 총력 
 ▸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신규시책 발굴)

                                         
인구정책 

컨트롤 기능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도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추진 내용        

 ◦ 인구정책 컨트롤 기능강화

· 인구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 ‘53만 인구회복’을 위한 보고회 개최(‘19.2.26.)

        5개팀 33명(단장 부시장, 부단장 정책기획관)

       - 인구늘리기 정책 발굴 등을 성과관리 부서 공통지표 선정 : 전부서(‘19.3.~)

· 저출산고령사회 인식개선사업 지속 실시 

       - “저출생 극복! 인구교육에서 길을 찾다”직원마인드 교육 실시(‘19.3.5.)

       - “저출생, 현장에서 길을 묻다”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총11회)

       - “제1차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실시(‘19.5.9.)



       - “사람이 모이는 도시 포항”인구감소 극복 TV․라디오 광고 실시(‘19.10.~12.)

       - “인구감소 극복, 시민과 공감(共感) 하기” 포항시 인구정책토론회 실시(‘19.11.12.)

· 인구유입을 위한 맞춤형 신규시책 지속 발굴 추진

       -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18.9.20.~10.9.)

        포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1,000명 오프라인 설문 실시

       - “인구유입을 위한 2019년 상반기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19.3.~)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만들기”2019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19.5.~6.)

         공모주제 : 포항시 인구 늘리기 시책 전반 등

         공모대상 : 전 국민 누구나

       -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시군 공모사업 선정(‘19.4.5. 사업비 40백만원)

        패밀리데이 내맘(Mom)대로 영화관 사업 선정

       - 포항愛 나愛 주소 갖기 운동 추진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 서한문 발송(‘19.1.30.)

        포항교육지원청(‘19.2.8.), 해병대 제1사단 외 3곳(‘19.2.27.) 방문

        한동대학교, 포항공과대, 포항대, 선린대(‘19.3.11.) 방문

       - 한동대-포항시 지역발전프로젝트 (‘19.10.)

        청년 세대를 위한 포항지역 정주여건 평가 설문조사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분야별 대응)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 일자리 창출 기반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20. 1회추경시 예산요구), 바이오산업 투자유치위원회(‘18.12. 출범),

             바이오산업 유망기술 설명회 2회 개최 (‘19.04.24,‘19.11.29.), 경제살리기 범시민대책본부(‘19.1. 출범)

            - 포항블루밸리 임대산업단지 지정공고(‘19.09.30) -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  

· 지속성장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 ‘19.7.24 최초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선정 –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이차전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비롯하여 특구사업자는 재정 및 각종 세제재원, 부담금 감면, 연구개발등의 지원 혜택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19.2.착공), 세포막단백질연구소(‘19.12.착공예정), 

          포항TP 제5벤처동(‘19.7. 준공예정)등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미래 신성장산업 기업유치

         - 영일만3산업단지 내 수중건설로봇(310억원), 국민안전로봇(671억원) 인프라를 통한  

   관련 기업유치로 신규 일자리 창출

· 청년층 인구유입을 위한 Two-Track

         - 청년일자리 창출 : 포항형 청년복지수당카드, 일자리 공감 페이, 청년퍼스트하우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5팀 8명),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6팀 11명)

         - 청년소통문화 확산 : 포항청춘센터운영(‘18.8.개소), 청년위원회 구성(‘19.11. 출범) 하여 

청년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활성화 적극 추진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도시 조성



· 3無(급식, 보육, 교복) 정책 추진 : 경상북도 내 최초 

         - 유치원 무상급식, 만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지원,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

· 촘촘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 공동육아나눔터 개소(‘19.2.22.), 직장맘 지원센터 및 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 등

         - 공공형 아이누리키즈카페(‘18.12.), 다함께 돌봄센터 구룡포 꾸러기 마을 1호점(‘19.4.) 개소

         - 시립영아어린이집 대체신축(‘19.2.28.)

· 결혼·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해오름동맹 커플매칭(총3회), 작은 결혼식(4커플) 문화 조성 등

       - “저출산, 현장에서 길을 묻다.” 미니 토크콘서트 4회 실시(‘19.2. ~ ’19.11.)

       - 패밀리데이 내맘(Mom)대로 영화관 운영 : 주2회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휴식기회 제공

         ※ 2019 경상북도 저출생극복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40백만원)

       - 아빠와 함께하는 힐링캠프(2회), 아빠와 우리동네 놀이터 가자(4회)로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

·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특별지원 : 아이맘 프리마켓 추진, 보육료 확대 지원 등

       - 조례개정 통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 조례개정 및 MOU 체결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이용료 감면 및 할인가맹점 모집 등 추진

 ◦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시니어일자리사업 확대, 퇴직자 시장형 일자리창출 

·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생활SOC시설 확충

       -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 선정(‘19.3.4.)

         사업비 150억원, ‘20.8월 착공예정

 ◦ 쾌적한 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주민주도형 혁신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중앙동 일원) 사업 추진

       - 경제기반형 해양ICT 플랫폼 도시재생(송도구항 일원) 사업 추진

       -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신흥동 일원)사업 추진

       - 11.15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 등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추진 : 2천만그루 나무심기, 천만송이 장미도시 등 Green Way 사업  
                                  연계추진으로 건강한 도시 실현

· 귀촌·귀농인 체계적 정착 지원 

       - 연간 귀농 100호, 귀촌 1,000호 유치

구분 금액 지급내용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20만원 + 첫돌 축하금 10만원

둘째아 110만원 일시금 50만원 + 월 5만원씩 12개월

셋째아 220만원 일시금 100만원 + 월 10만원씩 12개월

넷째아 이상 1,120만원 일시금 100만원 10년간 + 월 10만원씩 12개월



       - 청년 농부 야간아카데미 운영으로 청년CEO 육성

· 행복 주택 건립 추진

       - 일월동 460세대, 사업비 474억원

       -  2019. 12. : 공사착공   

       -  2022. 03. : 준공 및 입주

 향후계획

◦ 2020. 상반기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전문가, 교수, 지역단체대표 등)

◦ 2020. 3.~10. : 포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용역 

◦ 2020. 10. : 인구정책 시민포럼 개최

◦ 2020(연중) : 산학민관 협력을 통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추진

추진
부서

정책

기획관
부서장

손정호
(2150)

담당
송정림
(2172)

담당자
권미연
(2173)

협업
부서

전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