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78  

   인구감소 장기적 종합대책 수립 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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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자부)
● ● ●

 ㅇ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의 인구감소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발굴과 지역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 삶의 질까지 개선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

 추진배경

 ◦(저출산 위기 가속화) 우리시 인구는 2015년 525,278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에

있으며 가임기여성(20~49세)의 비율이 낮아 장기적으로 출생 인구 감소

· 인    구 : ‘15.11. 525,278명 →‘18.12. 515,945명(△9,333명, △1.78%)

    · 가임여성 : ‘15.11. 121,306명 →‘18.12. 109,883명(△11,423명, △9.42%)

◦(생산가능인구 감소) 유년층(0~14세) 및 경제활동(15~64세)인구 감소로 포항의 미래 

및 소비·생산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음

· 유년층       (0~14) : ‘15.12. 71,444명 →‘18.12. 66,252명(△5,192명, △6.27%)

     · 경제활동인구(15~64) : ‘15.12.. 383,999명 → ‘18.12. 367,383명(△16,616명, △4.33%)

     · 노인인구 (65세이상) : ‘15.12.. 65,017명 → ‘18.12.. 76,635명(11,618명, 17.87%)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  포항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건설

추진방향

포항형 일자리 창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 만들기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신

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

전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누구나 살기 좋은 도

시환경 조성

인구 유입을  위한 수

요자 맞춤형 출산·보

육정책 지원 



 추진 내용        

   ㅇ 양질의 포항형 일자리 창출 

       ․ 포항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 : 분양 및 임대용 토지 구입, 공장부지 매입비 지원 등

       ․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추진 : 블루밸리 국가산단 맞춤형 분양 등

       ․ 청년중심 일자리 창출 : 포항청춘센터운영, 청년 창업존 운영 등

       ․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추진

       ․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 : 철도화물 유치, 콜드체인활용 등

   ㅇ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포항GreenWay  : 센트럴 그린웨이, 오션그린웨이, 에코그린웨이 조기 조성추진

       ․ 귀농500가구, 귀촌 5000가구 유치 : 대기업 은퇴자 귀촌 전원 마을 조성등

       ․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사업 추진 

       ․ SOC 선진교통복지체계 구축 : 동해남부선,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및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등

       ․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 지진피해지역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 

                               국립지진안전교육장 건립, 재난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지진심리의료 지원체계 구축 등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정립 미래 문화정책 추진 : 

         문화도시 위상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세대 정주 문화 환경 조성 등

   ㅇ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포항 만들기 

       ․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특별지원 : 아이맘 프리마켓 추진, 보육료 확대지원등

       ․ 아이 돌봄이 서비스 추진 :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직장맘 지원센터운영,

                                 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 등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커플매칭, 작은 결혼식 문화 조성, 건강한 문화조성등

 향후계획

◦ 2019. 2 :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전문가, 교수, 지역단체대표 등)

◦ 2019. 3 : 포항시 인구정책 포럼 개최

◦ 2019(연중) : 산학민관 협력을 통한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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