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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계획

3.1 기본방향

¡ 장기적 계획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발생할 도시여건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계획 수립

¡ 민간참여의 확대에 의한 재원조달방안의 다원화

¡ 투자우선순위와 합리적 결정에 의한 투자효율의 극대화 추구

3.2 투자우선의 원칙

¡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사업에 최우선으로 투자

¡ 도시성장과 인구정착에 기여하고 도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지역적 특성 및 재원확보를 고려하여 재원조달이 용이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

¡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 소득 항샹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국가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이 있는 사업

¡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

우선순위 우선순위 결정내용

1순위

･ 시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최소한의 필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

사업

･ 도시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으로 당장 착수되거나 완공되어야 할 시

급한 사업

2순위

･ 지표달성과 지자체의 계획 목적달성을 위한 노후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 기타 도시의 편익증진,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3순위

･ 기본적 생활수준 향상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확충하거나 계획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사업

･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사업

4순위 ･ 현 상태에서 추진할 수 없거나 장기적인 수요충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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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문별 투자계획

▮중점 투자 부문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투자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 상습침수지역의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의 신설 및 개량

¡ 대기질,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복지부문 중점 지원

¡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공급 확대

¡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및 장비 보강 개선

▮도시계획시설 부문

¡ 원활한 교통소틍을 위한 미개설 도로의 개설에 중점 투자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민자 활용 및 민관 공동 투자

▮환경개선 부문

¡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하수시설의 개량

¡ 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 및 민간대행으로 인력과 장비 감축

¡ 광역적 차원의 대기질 및 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 투자

▮공원녹지 부문

¡ 미집행공원의 시설 확충과 시설물 유지 관리

¡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시설 확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공원 설치

를 위한 투자

▮보건사회 부문

¡ 주민복지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에 중점투자

¡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 도모

¡ 저출산에 대비하여 모자보건 분야에 투자 확대

▮문화체육 부문

¡ 국민의 소득증가로 여가선용 및 문화공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확보

¡ 문화체육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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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 부문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난유형별 방재사업에 적극적 투자로 사전 예방

¡ 안전교육․홍보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사회

비용 감소 유도

▮행정 부문

¡ 행정전산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행정시스템 개선에 투자

3.4 단계별 투자계획

¡ 재원별 투자계획은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추정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약 26.4%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율(%)

합계 660,831 1,016,770 1,297,685 1,656,212 100.0 

일반공공행정 27,931 42,975 54,849 70,002 4.2  

공공질서 및 안전 25,471 39,190 50,018 63,837 3.9  

교육 10,346 15,919 20,317 25,930 1.6  

문화 및 관광 38,202 58,779 75,018 95,744 5.8  

환경보호 83,101 127,861 163,187 208,272 12.6  

사회복지 90,289 138,921 177,302 226,287 13.7  

보건 10,023 15,422 19,682 25,120 1.5  

농림해양수산 59,680 91,825 117,195 149,573 9.0  

산업․중소기업 16,058 24,707 31,533 40,245 2.4  

수송 및 교통 49,247 75,773 96,707 123,426 7.5  

국토 및 지역개발 174,207 268,039 342,093 436,607 26.4  

예비비 9,680 14,894 19,009 24,261 1.5  

기타 66,598 102,465 130,775 166,908 10.1  

주 :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 내용을 토대로 추정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