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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1) (2018. 6. 30. 기준)

  □ 기본현황

   ○ 인    구 : 138천세대, 331천명 (부산시 전체의 9.3%)

   ○ 면    적 : 41.88㎢ (부산시 전체의 5.4%)

   ○ 행정구역 : 16동 447통 2,672반

   ○ 공 무 원 : 857명 

   ○ 행정조직 : 3국 2실 1단, 21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2사업소, 16동 

  □ 기반시설

   ○ 도    로 : 237㎞ (도로율 18.4％)

   ○ 주    택 : 135천호 (보급율 107.75％)

   ○ 상 수 도 : 29천전 (보급율 100％)

   ○ 하 수 도 : 868㎞ (보급율 95.74％)

   ○ 도시철도 : 14㎞ (1호선, 12개역)

   ○ 공원․유원지 : 60개소

  □ 생활환경

   ○ 문화관광시설 : 37개소

      (문화회관1, 도서관2, 작은도서관17, 주민센터16, 영화관1, 관광호텔1)

   ○ 교육기관 : 63개교 (대학교2, 고14, 중16, 초27, 특수학교1, 기타3)

   ○ 체육시설 : 337개소 (체력단련장66, 골프연습장55,수영장2, 기타214 )

   ○ 어린이집 : 203개소 (국공립 19, 법인 16, 민간 78, 가정 88, 직장2)

   ○ 등록차량 : 116,105대 (승용 95,515, 화물 16,150, 기타 4,440) 

1) 2016년 지역기본자료(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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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 복지시설 : 64개소

      - 복지관5, 장애인12, 노인22, 여성 2, 아동20, 노숙인1, 자활센터2

   ○ 의료업소 : 500개소 (병원43, 의원176, 치과의원103, 한의원87, 기타91)

   ○ 약 업 소 : 507개소 (약국119, 한약방1, 의료기기판매업204, 도매상15,

                   안전상비 의약품판매 168)

  □ 지역경제

   ○ 공업입지 : 9.48㎢, 등록업체 1,614개, 종업원 31,299명

   ○ 공단현황 : 2,815천㎡, 623개 업체 

              ▹ 신평 ž 장림산업단지 (885천㎡, 145개 업체), 

                ▹ 협업화산업단지 (1,930천㎡, 478개 업체)

   ○ 유통시설 : 41개소 (대형마트3, 쇼핑센터2, 전통시장15, 기타 21)

  □ 국내외 자매결연, 우호협력 도시 현황

   ○ 국 내(1) : 경기도 안성시

   ○ 해 외(1) : 중국 상해시 갑북구

  □ 재정규모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
(단위 : 억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예산액 4,969 4,860 109

      ※ 재정자립도2) 15.74%, 재정자주도3) 30.0%

2)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 가늠 지표, 자체수입액 /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3) 재량적․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원비율, (자체수입+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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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내외 경제 전망

세계경제 전망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나, 국

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

   ○ 글로벌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세  계 3.7 3.9 3.9 3.8 3.8 3.7

- 선진국 2.4 2.4 2.2 1.7 1.7 1.5

- 신흥국 4.7 4.9 5.1 5.1 5.1 5.0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18.4, 7월)

국내경제 전망

   ○ 세계경제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ㆍ수출 증가세가 지속되

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

   ○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

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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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반도체 사이클 지속여부 등 불확실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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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 국가재정운용 전략

□ 재정운용 방향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

 ㅇ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 구현

 ㅇ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 대비 확장적으로 운용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중점

 ㅇ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혁신 등 지출구조의 질적 전환 추진

 ㅇ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 지속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을 강화 

 ㅇ 안전, 인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투자를 확

대하고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추진

 ㅇ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화, 정보 공개 수준 및 대상 심화·확대

 ㅇ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중앙·지방 

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한 지방세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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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재정 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수입) ‘18~’22년 기간 중 연평균 5.2% 증가 (’17~’21 : 

5.5%)

 ○ (재정지출) ‘18~’22년 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 (’17~’21 : 

5.8%)

< 중기 재정수입 및 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가율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47.2 447.7 481.3 504.1 525.4 547.8 5.2

ㅇ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 재정지출 428.8 432.7 470.5 504.6 535.9 567.6 7.3

(증가율) (7.1) (8.0) (9.7) (7.3) (6.2) (5.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8~’22년 기간 중 

△3% 이내에서 관리 

 ○ (국가채무)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재정수지** △28.5 △33.4 △44.5 △54.2 △63.0

(GDP대비, %) (△1.6) (△1.8) (△2.3) (△2.6) (△2.9)

▣ 국가채무 708.2 741.0 790.8 843.0 897.8

(GDP대비, %) (39.5) (39.4) (40.2) (40.9) (41.6)

      *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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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사회 분야) 청년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

   -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늘리고, 

청년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복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돌봄부담 완화 및 일·생활 균형을 대폭 지원하

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교육)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 (환경) 조기폐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성과를 도

출하고 생활화학제품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문화·체육·관광) 문화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성장기반 등

을 구축하고, 문화향유 기회 및 생활체육 시설 관련 투자를 확대

 ○ (경제 분야)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

   - (산업·중기·에너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지원

   - (R&D) 기초연구·원천기술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등 혁

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집중 지원

   - (SOC) 도로 등 SOC는 지속적 투자로 스톡이 상당수준 축적되

어 완공 소요 위주로 투자하고, 안전투자 등으로 내실화

   - (농림)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청년 농어업인력 육성 

및 스마트 팜·양식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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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분야) 국민안전 관련 투자 지속 확대

   - (일반·지방행정)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

부혁신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적극 뒷받침

   - (안전)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환경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재
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 2018~2022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18 ’19 ’20 ’21 ’22 ’18~’22
연평균

총 지 출
428.8 470.5 504.6 535.9 567.6

(7.1) (9.7) (7.3) (6.2) (5.9) 7.3

1. 보건․복지․고용 144.6
(11.7)

162.2
(12.1)

179.0
(10.4)

196.4
(9.7)

214.3
(9.1) 10.3

2. 교육 64.2
(11.8)

70.9
(10.5)

76.0
(7.2)

80.1
(5.3)

84.0
(4.9) 7.0

3. 문화․체육․관광 6.5
(△6.3)

7.1
(10.1)

7.4
(4.7)

7.8
(4.3)

8.0
(3.0) 5.5

4. R&D 19.7
(1.1)

20.4
(3.7)

21.4
(5.1)

22.6
(5.5)

24.0
(6.3) 5.2

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3
(1.8)

18.6
(14.3)

19.4
(3.9)

19.9
(2.8)

20.2
(1.3) 5.5

6. SOC 19.0
(△14.2)

18.5
(△2.3)

18.0
(△2.7)

17.7
(△1.8)

17.5
(△1.1) △2.0

7. 농림․수산․식품 19.7
(0.5)

19.9
(1.1)

19.8
(△0.5)

19.7
(△0.5)

19.6
(△0.5) △0.1

8. 환경 6.9
(△0.3)

7.1
(3.6)

7.0
(△2.0)

6.9
(△1.9)

6.7
(△1.8) △0.5

9. 국방 43.2
(7.0)

46.7
(8.2)

49.9
(6.8)

52.8
(5.9)

55.5
(5.0) 6.5

10. 외교․통일 4.7
(3.5)

5.1
(7.5)

5.4
(6.8)

5.7
(5.7)

6.0
(5.1) 6.3

11. 공공질서․안전 19.1
(5.2)

20.0
(4.9)

20.9
(4.3)

21.7
(4.1)

22.6
(3.8) 4.3

12. 일반․지방행정 69.0
(9.0)

77.9
(12.9)

84.1
(7.9)

89.2
(6.1)

94.0
(5.4)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