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7

제12장 계획의 실행

제12장 계획의 실행

1. 재정 현황

▮광양시 재정규모

¡ 2013년 현재 광양시 재정규모는 총 628,449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518,906

백만원으로 82.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09,543백만원으로 17.4%를 

차지함

구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합계 628,449 100.0

일반회계

소계 518,906 82.6

자체수입

계 213,585 34.0

지방세 110,484 17.6

세외수입 103,101 16.4

의존수입

계 305,321 48.6

지방교부세 145,321 23.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2,890 2.1

보조금 140,110 22.3

지방채 7,000 1.1

공기업 특별회계 88,295 14.0

기타 특별회계 21,248 3.4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세입・세출 결산 추이

¡ 최근 3년간 세입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일반회계 4.0%, 특별회

계 0.8%로 나타났으며, 세출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일반회계 

2.4%, 특별회계 18.0%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감률

세

입

계 567,810 583,836 595,376 628,449 3.4

일반회계 460,809 454,963 487,519 518,906 4.0

특별회계 107,001 128,873 107,857 109,543 0.8

세

출

계 445,692 449,834 467,723 501,660 4.0

일반회계 405,119 387,289 410,924 435,075 2.4

특별회계 40,573 62,545 56,799 66,585 18.0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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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변화추이

¡ 재정자립도(결산기준)는 2010년 46.1%에서 2013년에 41.2%로 최근 3년

간 약 4.9%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입 460,809 454,963 487,519 518,906

자체수입 212,475 205,271 206,547 213,585

재정자립도(%) 46.1 45.1 42.4 41.2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주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일반회계 세입

▮1인당 재정규모 변화추이

¡ 1인당 재정규모는 2010년 3,902,150원에서 2013년 4,144,868원으로 약 

6.2% 증가하였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규모(백만원) 567,810 583,836 595,376 628,449

인구수(인) 145,512 150,725 150,837 151,621

1인당 재정규모(원)     3,902,150 3,873,519 3,947,150 4,144,868 

자료 : 광양시 통계연보(2014)

2. 재정계획

2.1 기본방향

¡ 도시성장과 더불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체징수에 의한 재정자립도를 제고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부서・유관기관간 협

의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절감

¡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과표의 현실화 추진, 선택적 지방세 감면 혜택의 부여,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지방세 재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참여를 적

극 유도하여 시의 재정을 보완

¡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지방물가 안정화에 재정지원을 강화

¡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확충과 주민안전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