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공약가계부(재정운영계획)

 1  예산총규모

   ◦ 2019년도 포항시 예산 총규모는 1조 8,345억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7,108억원 대비 7.2%에 달하는 1,237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82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439억원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9년도 2018년도 증 감          
     ％

합          계 1,834,500 1,710,800 123,700 7.2

일  반  회  계 1,582,300 1,446,500 135,800 9.4

특  별  회  계 252,200 264,300 △12,100 △4.6

기타 특별회계 87,600 96,800 △9,200 △9.5

공기업 특별회계 164,600 167,500 △2,900 △1.7

 2  대·내외 경제여건과 전망

 ❏ 세계경제 : 회복세‧리스크 지속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나, 국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

     ·글로벌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하강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

 ❏ 국내경제 : 소비‧수출 증가세 지속, 성장세 소폭 둔화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수출증가세가 지속되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다만,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반도체 사이클 지속여부 등 불확실성 상존



 3  포항시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 세입여건

� (자체수입) 고용 창출 및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 �◦� (지방세) 소비심리 개선,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경기 변동성, 美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 다소 둔화 예상

� � �◦� (세외수입)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이전수입)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 (지방교부세)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

� � �◦� (국고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 예상  



 ❏ 세출여건

�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지방공공기관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재정소요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지원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주민 안심사회 구현

·드론,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 집중 지원, 지역의 주력 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 수출 지원,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 적극 육성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을 위한 투자 확대 

     
� �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생태하천 등 자연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예산편성 방향

� �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 및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로 일자리 복지 달성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신규 정책 발굴 및 적극 추진

     ·주민숙원 소규모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뉴딜사업 추진 

     ·품격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해양관광, 문화중심도시 조성

     ·미래 전략산업 다각화 및 경쟁력 확보로 산업도시 조성

� � �◦�시민행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

     ·환경, 안전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시민편의 중심의 도심 교통체계 개편

     ·그린웨이, 도시재생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재구성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는 아동․여성․노인복지 정책 발굴 추진

� � �◦�건전재정 운영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절감효과 제고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 행사·축제 효율화 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노력 강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



 4  중기 재정전망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중    기    계    획 평균신장율
(2018-2022)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1,236,717 2,141,858 2,179,147 2,239,361 2,304,730 2,371,621 2.6%

일반회계 9,423,998 1,795,367 1,826,803 1,879,189 1,933,334 1,989,305 2.6%

특별회계 1,410,230 268,285 272,982 279,630 289,760 299,573 2.8%

기    금 402,489 78,206 79,362 80,542 81,636 82,743 1.4%

� � �◦�계획기간 중 총계기준 총 재정규모는 10조 4,178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조 835억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9% 신장될 것으로 전망

� � �◦� 일반회계는 8조 4,195억원(연평균 1조 6,839억원)으로 연평균 

3.4%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 특별회계는 1조 4,102억원(연평균 2,8208억원)으로 연평균 

2.8%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기금은 4,025억원으로 연평균 1.4% 신장세를 유지할 전망



 ❏ 2019년~2023년 분야별 지출전망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중      기      계        획

평균신장율(2019-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063,652 2,099,785 2,158,819 2,223,094 2,288,878 2.6%

일반공공행정 121,755 122,887 125,370 131,163 137,044 3.0%

공공질서 및 안전 42,924 44,040 45,526 47,283 49,214 3.5%

교       육 10,112 10,385 10,665 11,100 11,900 4.2%

문화 및 관광 88,943 90,722 92,536 95,815 96,902 2.2%

환 경 보 호 172,521 175,542 180,477 187,851 197,350 3.4%

사 회 복 지 722,071 735,177 769,022 793,630 819,026 3.2%

보       건 32,193 33,158 34,152 35,176 37,231 3.7%

농림해양수산 168,807 171,014 174,110 180,262 185,470 2.4%

산업·중소기업 74,291 75,594 77,968 80,337 82,777 2.7%

수송 및 교통 168,394 173,445 176,648 180,007 185,527 2.5%

국토 및 지역개발 166,124 169,612 173,173 176,636 180,168 2.0%

과 학 기 술 25,589 26,228 26,883 27,727 27,883 2.2%

예비비 및 기타 269,928 271,981 272,289 276,107 278,386 0.8%



 5  공약사업 이행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 공약투자사업 현황

� � �◦ 총괄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2018)
민선7기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3,514 29,096 154,418 17,591 16,050 17,601 103,176

국비 107,698 18,493 89,205 5,573 8,055 10,002 65,575
도비 3,525 925 2,600 601 733 716 550
시비 15,833 4,112 11,721 2,473 2,686 2,830 3,732

민자 등기타 56,458 5,566 50,892 8,944 4,576 4,053 33,319

� � �◦ 분야별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2018)
민선7기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3,514 29,096 154,418 17,591 16,050 17,601 103,176

희망 30,964 5,778 25,186 7,356 3,251 3,419 11,160
활력 102,089 19,513 82,576 2,348 4,662 7,383 68,183
녹색 27,071 1,354 25,717 3,312 2,197 2,138 18,070
미래 5,637 590 5,047 2,231 2,330 260 226
행복 17,753 1,861 15,892 2,344 3,610 4,401 5,537
상생 0.8 0.4 0.4 0.4 - - -

※ (임기내) 공약사업 재원배분 원칙

  - 재정운영의 기조를 재정건전성 유지에 두고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신규

    사업은 추가적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편성 추진

  - 공약사업 등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가

    능성 제고 및 연내 집행가능범위내 단계별 재원배분

  -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 효율성 도모

  - 신북방정책, 생활SOC 사업 등 정부 국정방향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배분계획 수립

  - 3대 핵심전략, 6대 역점시책, 핵심공약과제를 중심으로 로드맵 마련 추진

  - 공약사업과 기존사업간 정책 연계를 통한 중복투자 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