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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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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로 

2015년 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 

   ○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자주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 부

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징수액이 다소 감소 예상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출 등 복지비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가용재원 부족 현상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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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총계 450,804 503,343 526,171 599,794 758,510
일반회계 431,123 477,624 504,716 583,881 737,870
특별회계 13,500 18,597 10,902 11,658 15,823

기금 6,181 7,122 10,553 4,255 4,817
        ※ ’20년은 제3회 추경예산 기준



  ○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 투자 확대

  ○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센터 조성 등 문화분야 투자 확대

  ○ 도로․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미세먼지 저감, 자연환경 조성,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

     상․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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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입총계 431,123 477,624 504,715 583,881 737,840

 자체수입
(총액대비 비율)

87,744
(20.4%)

111,729
(23.4%)

108,507
(21.5%)

112,430
(19.3%)

117,416
(15.9%)

 지방세 51,874 55,857 58,083 58,948 66,820
 세외수입등 35,870 55,872 50,424 53,482 50,596

 의존수입
(총액대비 비율)

343,379
(79.6%)

365,895
(76.6%)

396,208
(78.5%)

463,451
(79.4%)

620,424
(84.1%)

 지방교부세 10,707 10,653 10,966 15,844 16,230
 조정교부금등 51,224 55,236 63,322 71,059 66,035
 보조금 281,448 300,006 321,920 376,548 538,159

 지방채
(총액대비 비율) 0 0 0 8,000

(1.3%)
        ※ ’20년은 제3회 추경예산 기준

< 일반회계 최근 5년간 자체/의존수입 비율 >



재정운용 목표

 행복도시 사하를 위한 재정운영 실현
 ◇ 건전재정 운영
   - 경상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 선심성․낭비성 지출 자율책임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투자 효율성 극대화
   -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증대
   -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및 필수사업 우선 투자
 ◇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 및 건전재정 운용
   - 교부세(금) 목표액 확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예산효율화, 보조금 관리 강화

중점 재원배분 방향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저출산 극복

   ○ 복지사각지대 해소(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로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전략식품 육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 재래시장 현대화, 노후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등 추진

  □ 도시재생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 및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 범죄우려지역 CCTV설치, 도로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관광 및 녹색생태도시 인프라 구축

   ○ 항․포구 정비,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산림휴양시설 정비, 생태하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