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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 우리구 재정규모는 총계예산 기준 2012년 3,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사회복지 분야 지

출규모 증가로 2015년 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

질 경우, 자주재원 수입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징수액이 다소 감소 예상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

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일자리 창

출 등 복지비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가용재원 부족 현

상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 >
(최종예산(총계) 기준)                                                                            (단위 : 백

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총계 423,195 450,804 503,343 526,171 590,665
일반회계 402,763 431,123 477,624 504,716 575,091
특별회계 14,570 13,500 18,597 10,902 11,469

기금 5,862 6,181 7,122 10,553 4,105
        ※ ’19년은 제3회 추경예산 기준



  ○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안전 투

자 확대

  ○ 주민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센터 조성 등 문화분야 투

자 확대

  ○ 도로․하천 등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

  ○ 미세먼지 저감, 자연환경 조성, 수질개선 등을 위한 생태
하천 조성,

     상․하수도 인프라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 일반회계 최근 5년간 세입구성 추이 >
(최종예산(총계) 기준)                                                                            (단위 : 백

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입총계 402,762 431,123 477,624 486,021 543,375
 자체수입
(총액대비 비율)

75,015
(18.6%)

87,744
(20.4%)

111,729
(23.4%)

104,543
(21.5%)

85,455
(15.7%)

 지방세 49,141 51,874 55,857 55,483 58,948
 세외수입등 25,874 35,870 55,872 49,060 26,507

 의존수입
(총액대비 비율)

327,748
(81.4)

343,379
(79.6%)

365,895
(76.6%)

381,478
(78.5%)

457,920
(84.3%)

 지방교부세 10,100 10,707 10,653 7,678 12,188
 조정교부금등 46,291 51,224 55,236 61,591 69,639
 보조금 271,357 281,448 300,006 312,209 376,093

 지방채
(총액대비 비율) 0 0 0 0 0

        ※ ’18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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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진

  □ 도시재생을 통한 행복도시 건설 및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

경 조성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

   ○ 범죄우려지역 CCTV설치, 도로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

충

  □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관광 및 녹색생태도시 인프

라 구축

   ○ 항․포구 정비,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산림휴양시설 정비, 생태하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