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27개소, 노인의료복지시
설 358개소 등 총 385개소에 1만1447명을 보호하고 있다. 어린
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155개소, 법인 11개소, 법인 외 17개
소, 민간어린이집 800개소, 직장어린이집 65개소, 부모협동 어
린이집 6개소, 가정어린이집 1천132개소 등 총 2천186개소가
있다.

교육·문화
교 육 대학원 4개교, 대학교 13개교(본교 4곳, 분교 4곳, 외
국대학분교 5곳), 전문대학 4개교, 고등학교 125개교, 특수학교
8개교, 중학교 135개교(본교 134곳, 분교 1곳), 초등학교 259개
교(본교 249곳, 분교 10곳), 유치원 430개교, 기타학교 14개교가
있다.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국보 1점, 보물 28점, 사적 18점,
천연기념물 14점, 중요무형문화재 6점, 명승 1점, 등록문화재 8
점 등 총 76점이 있다. 시 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68점,
기념물 65점, 무형문화재 28점, 민속문화재 2점, 문화재 자료
25점 등 총 264점이 있다.
관 광 관광자원으로는 관광단지 1개소(강화종합리조트), 관
광지 2개소(마니산, 서포리), 관광특구 1개소(월미관광특구), 유
원지 6개소(송도, 작약도, 사렴도, 계산, 강화종합리조트, 로봇
랜드) 등이 있다. 관광사업체는 총 1천93개소로 여행업 572개
소, 관광숙박업 126개소, 관광객 이용시설업 128개소, 국제회의
업 15개소, 카지노 1개소, 유원시설업 107개소, 관광 편의시설업
144개소가 있다.
문화행사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4월), 고려산진달래축제(4
월), 인천항구연극제(4월), 인천광역시사진대전(6월), 화도진축
제(5월), 영종그린문화축제(6월), 청라친환경자전거페스티벌(6
월), 인천국악대제전(4월), 인천광역시서예대전(5월), 인천펜타
포트음악축제(8월), 주안미디어문화축제(9월), 인천광역시미술
대전(10월), 인천상륙작전월미축제(9월), 연안부두대축제(10월),
개천대축제(10월), 강화도새우젓축제(10월), 삼랑성역사문화축
제(10월), 강화고려인삼축제(10월),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10
월), 부평풍물축제(9월), 소래포구축제(9월), 녹청자축제(10월),
인천송도불빛축제(10월), 능허대문화축제(9월), 서곶문화예술제
(9월), 인천메세나아트페어(10월), 전국제물포사진대전(11월), 송
년제야의밤문화축제(12월)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
고 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 장> 제갈원영
<부의장> 황인성, 이강호
<정당별 의석> 자유한국당 23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
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주요 의정활동 2017년도 회기는 2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45회 제2차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68일), 임시회 6회(6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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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8회에 걸쳐 131일간 회기를 운영하고 조례안 등 3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대 의회에서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 조사특별위
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및 대안제시
를 위해 정책 토론회·간담회를 8회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25
회 실시했다. 청원 11건, 진정 77건, 의원요구자료 393건을 처
리했다.
시 본청 및 교육청, 시 산하 공사, 공단 등 107개 기관을 대
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448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을 요구하고 행정업무의 부적절한 집행 등 잘못된 부분을 시
정조치토록 했다.
8개국 12개 도시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며 10
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해 의회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광주광역시
道花 : 철쭉
市鳥 : 비둘기
市木 : 은행나무
캐릭터 : 빛돌이
시청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시장 : 윤장현(尹壯鉉)

개관
연 혁 광주 지역에 국가단위 사회가 들어선 시기는 마한시
대다. 마한 54국 중 신미국(新彌國)을 중심으로 광주와 영산강
유역에 마한연맹왕국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해 무진주로 불렸고 직할 3현인 미
동부리현(남평), 복룡현(나주 일대), 굴지현(창평)을 통치했다.
신라에 편입된 후 경덕왕 16년(757년)에 무주(武州)로 바뀌며
현 전라남도 지역의 중심 치소가 됐다. 진성여왕 6년(892년)에
견훤이 이곳을 근거로 스스로 왕을 칭하다가 전주로 옮겨가
후백제를 세웠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가 무주를 광주로 개칭하고 도독
부를 두었다. 성종 14년(994년) 10도를 설치하고 절도사를 파견
하는 지방제도 개편이 이뤄져 광주는 해양도에 속하게 됐다.
이후 다시 무진주로 불리다가 충선왕 2년(1310년) 화평부(化平
府)로 바뀌었다. 공민왕 11년(1362년)에 고려 제2대 혜종의 이름
무(武)를 피해 무진부(茂珍府)로 바뀌었다가, 공민왕 22년(1373
년) 광주목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전라도에 좌·우도가 있었는데 광주는 좌도에 속
했다. 세종 12년 목사 구타사건으로 목에서 무진군으로 강등됐
다가 문종 원년에 복칭됐다. 성종 20년 광산현으로 강등됐다
가 연산군 7년에 복호됐다.
1896년 실시된 13도제에 따라 전라도는 전라남·북도로 분

할됐고 광주가 전라남도 도청소재지가 됐다. 1910년 광주면,
1931년 광주읍, 1935년 광주부로 일제 강점기를 보냈다.
1949년 광주시로 바뀌면서 214.92㎢, 6개 출장소와 45개 동
이 구성됐다.
1986년 11월 부산·대구·인천에 이어 네 번째 직할시로 승
격돼 행정구역 면적 215.11㎢, 3구 72개 동이 됐다. 1988년 1월
송정시와 광산군이 편입돼 면적이 501.20㎢로 늘어나고 4구
83동 9출장소가 됐다. 1995년 1월 광주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
고 1995년 3월 서구에서 남구가 분구됐다. 2015년 12월 말 현재
동·서·남·북·광산구 등 5 자치구, 95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면적·인구 동쪽은 담양군, 서쪽은 함평군, 남쪽은 나주
시·화순군, 북쪽은 장성군과 접하고 있다. 면적은 501.24㎢로
전국의 0.5%, 인구는 146만3천770명으로 총 인구의 2.8%를 차
지한다. 남녀 성비는 남자가 49.55%, 여자가 50.45%다.

(단위 : 백만원)

예산액

항목
합 계

(2016년 12월 31일 현재)

면 적(㎢)

가 구(세대)

인 구(명)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600,466 243,801

3,669,595

1,462,237

1,462,237

-

보통세

1,285,619

1,285,619

-

-

취득세

409,352

409,352

-

-

주민세

10,043

10,043

-

-

자동차세

-

234,557

234,557

-

-

레저세

15,960

15,960

-

-

담배소비세

99,137

99,137

-

-

지방소비세

216,114

216,114

-

-

지방소득세

300,456

300,456

-

-

161,006

161,006

-

-

30,321

30,321

-

-

130,685

130,685

-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 수입

15,612

15,612

-

-

314,532

81,211

38,441

-

경상적 세외수입

252,495

50,565

18,461 183,468

임시적 세외수입

62,037

39,646

19,980

766,041

751,000

15,041

-

보조금

1,390,168

1,116,571

252,429

21,169

지방채

60,000

60,000

-

-

520,883

198,576

294,554

27,752

체

501.24

592,818

1,463,770

동

구

49.32

45,341

95,448

서

구

47.77

124,663

306,957

남

구

60.98

88,605

218,454

지방교부세

북

구

120.31

180,682

438,780

광 산 구

222.86

153,527

404,131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412

2018년도 광주광역시 세출예산 현황

재정

(단위 : 백만원)
예산액

2018년도 예산규모는 4조51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6천70
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천444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39.9%로
광역시 평균 48.3%에 비해 낮다.

분야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4,513,862

3,669,595

600,466

243,801

596,589

592,197

4,390

-

61,520

28,131

33,389

-

교육

322,139

307,894

14,245

-

문화 및 관광

251,852

251,852

-

-

환경보호

325,420

72,949

8,670

243,801

사회복지

-

합 계

일반 공공행정

미래 먹을거리 확보 자동차산업 밸리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기술지원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를 6
월 매입했다. 빛그린산단 분양을 12월 시작해 자동차 관련 기
업 41개사(투자금액 3천357억원)를 유치했다.
에너지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안정적 국가지원의 법
적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건립공사를 착
수하고 LS산전, 효성 등 에너지 관련기업 76개사를 투자 유치
했다.
주력산업 지속 성장 및 새로운 융복합산업 발굴·육성 고부
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테크 금형센터, DC전기전자산업
육성센터를 준공했다. 대유위니아 본사와 충남 아산공장, 엠코
테크놀러지코리아 서울 사업장이 광주로 이전했다.
뿌리·의료산업 등 미래 신융복합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했고 치과용 소재 부

일반회계

4,513,862

전

중점 추진사업

계

지방세

목적세

광주광역시 면적·가구·인구
구분

2018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예산 현황

공공질서 및 안전

1,685,547

1,423,662

261,884

보건

84,082

84,082

-

-

농림해양수산

41.062

41,062

-

-

산업·중소기업

167,729

135,889

31,840

-

수송 및 교통

434,116

376,315

57,801

-

국토 및 지역개발

209,631

129,501

80,130

-

8,284

8,284

-

-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11,596

11,595

-

-

314,292

206,177

108,114

-

품기업기술센터를 개소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반 확충 청년창업 및 일자리사업
에 396억원을 투입, 2천700여 개 일자리를 만들고 신(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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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 발굴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특강을 12회 실시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로 1천165개사에 250억원을 지원하
고 100억원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했다. 여성 취업지원센터를
신·증설해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 활동공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
치, 시설현대화(7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6개 시장)등 환경개선
사업도 실시했다.
국제행사 성공 개최로 도시브랜드 제고 광주디자인비엔날
레, 광주국제아트페어, 미디어아트페스티벌, 국제도시디자인포
럼 등을 개최해 디자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를 1천697억원으로 확정
하고 대회기를 인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을 사전점검하고 환경사고예방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한 노
력으로 6년 연속 ‘맑은 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상을 수
상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0억원을 확보해 안전시설을 확충했
고 재난안전민관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시민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해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무장애 버스정류장 25개소를 설치
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왔다.
도시철도 2호선 차량형식을 선정하고 광주~제주 간 항공노
선을 증편했다. 영·호남 상생화합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소통·참여·협치행정 확산 광역단체 부문 2017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했다. ‘시민목소리 청해 듣는 날’을 23회 운영
하고 대학수업과 연계한 소통콘텐츠를 83건 발굴했다.
민·관·정 협치간담회, 광주혁신 시민대토론회, 일하는 방
식 개선(10개 과제), 광주형 협업모델(22개 과제), 광주시민총회,
시민정책마켓, 정책네트워킹 파티 등을 통해 시민참여와 협업
이라는 행정혁신과 광주형 직접민주주의를 추진했다.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의 문제를 주
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가 2014년 213개에서 2017년
658개로 늘었다. 12개소의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7개
소의 광주협치마을을 육성해 지원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아이들을 함께 교
육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했다.
나눔과 연대를 통한 열린공동체 조성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
한 공간, 물품,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해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갈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가 위한 운동에 2017년 현재 2천221
개의 자원이 등록됐다.
인권도시 광주의 경험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드리
드 평화포럼에 참가했고 네팔에 광주진료소를 개소했다. 세계
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광역시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도
입했으며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권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5·18 진상규명, 5·18정신 헌법수록 및 왜곡·폄훼 처벌 특
별법 개정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켰다. 5·18 관련도서 출판
기념회와 관련 학술회의도 개최하는 등 5·18 진상규명과 정
신계승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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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2017년 주요 수상실적
• 국무총리실 주관 「도로명주소업무 활용 우수」 국무총리상
• 국민통합위원회 주관 「2017 국민통합 우수사례 수상」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 행정자치부 주관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우수상
• 세계전기자동차협회 주관 「2017 세계전기자동차 모범도시」
모범도시상
• 소방청 주관 「제18회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대상
•행
 정자치부 주관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 고용노동부 주관 「2017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상
• 보건복지부주관 「2017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
•행
 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대상(대통령상)

산업
경제지표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은 32조2천970억원(1인
당 지역 내 총생산은 2천129만7천원)으로 전국의 2.1%를 차지
하고 있다. GRDP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농업이 0.5%, 광
업·제조업이 28.2%, 서비스업 등이 71.3%다.
제조업체 수는 총 8천278개로 대기업 14개, 중기업 189개,
소기업 8천075개며, 고용인원은 대기업 2만1천510명, 중기업 1
만9천922명, 소기업 4만415명 등 총 8만1천847명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127만4천 명으로 2016년 대비 4천 명
(0.3%)이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77만3천 명으로 2016년
대비 1천 명(0.15%) 줄었으며, 이 중 취업자는 73만8천명으로
2015년 대비 2천 명(0.3%)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4천명으로
2016년 대비 1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3.1%로 0.1%포인트 증
가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1.65, 생활물가지수는 101.52로 2016년
대비 각각 1.6%, 1.8% 상승했다.
금 융 은행권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1개, 시중은행 7개(79개
점포), 지방은행 1개(93개 점포), 특수은행 3개(47개 점포), 기타
2개(3개 점포)가 있다.
유 통 유통업체는 백화점 3곳, 대형마트 12곳, SSM 14곳, 전
문점 3곳, 쇼핑센터 8곳, 그 밖의 대규모점포 6개소 등 총 46개
소다.

사회
주 택 2015년 12월 31일 기준 주택보급률은 103.5%다. 주거
형태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64.2%, 단독주택
35.8%다.
도로·교통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로
계획 총 연장은 2천358㎞로 고속도로 28㎞, 일반국도 87㎞, 광
역시도 572㎞, 구도 1천671㎞이다 도로개설률은 72.8%며 포장
률은 100%다.

2017년 말 기준 차량등록 수는 64만9천293대로서 2016년
대비 1만5천여 대(3.61%)가 증가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
버스 간 무료환승시스템이 정착됐다.
상수도 급수시설의 총연장은 3천847㎞며, 보급률은
99.99%, 1일 1인 급수량은 328ℓ다. 수원시설은 4개 상수원과
3개 정수장, 정·배수지 20개소, 가압장 31개소가 있다.
하수도 하수처리율은 98.7%고 1일 하수처리 능력은 73만6천
t이다. 하수관거설치 연장 4천252㎞로 관거 보급률은 86%다.
공 원 공원지정 현황은 무등산국립공원 75.4㎢(광주 47.6㎢,
전라남도 27.8㎢)고, 도시공원은 628개로 19.7㎢다. 이 가운데
이미 조성된 공원은 387개소 8.7㎢며,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공원은 241개소 11.0㎢다.
도심디자인 도시 발전 등 변화에 따른 도시경관 조성을 위
해 ‘2030년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전당권
광주 대표거리 조성, 구도심 곳곳에 소형 건축물을 조성하는 폴
리사업(3차), 경관 취약지 개선사업, 야간경관 조성,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통해 사람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만5천712명으로 전체 인
구의 4.5%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만862명으로
전체인구의 12.4%를 차지하며 등록 장애인 인구는 6만9천233
명으로 전체인구의 4.7%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187개소, 사회복지 이용시설 112개소, 보
육시설 1천238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30개소 등이 있다.
보건·위생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2개소, 병·의원 976개
소, 치과병·의원 597개소, 한방병·의원 405개소, 조산소 1
개소 등 총 2천69개소가 있다. 식품 관련업소는 식품접객업 2
만1천863개소, 식품제조 및 가공업 2천681개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 2천606개소, 식품판매·운반 2천619개
소, 집단급식소 1천475개소 등이 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806개소, 목욕업 221개소, 이용업 539개소, 미용업 4천427개
소, 세탁업 1천87개소, 위생관리용역업 442개소 등 총 7천554
개소가 있다.
소 방 화재 발생은 모두 917건으로 2016년에 비해 4.1% 감
소했다. 2017년 한 해 사망 9명, 부상 26명, 33억5천900여만원
의 재산피해를 봤다.
119구조 및 생활안전 활동 출동 건수는 1만7천209건으로 구
조 인원은 3천827명이었고, 119구급활동 출동 건수는 6만4천
988건으로 이송 인원은 4만6천287명이었다.

교육·문화
교 육 2017년 말 기준 학교 수는 총 334개로 초등학교 154
개교, 중학교 90개교, 고등학교 67개교, 특수학교 5개교, 대학
(교) 18개교며, 학생 수는 30만5천773명이다.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점(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보물 8점(정지장군 환삼, 지산동 5층석탑 등), 사적지 2
점(충효동 도요지, 신창동 유적), 명승 1점(광주환벽당 일원), 천
연기념물 2점(무등산주상절리대, 광주충효동왕버들군), 중요
무형문화재 1점, 중요민속문화재 3점, 등록문화재 13점이 있다.
지방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9점, 무형문화재 22점, 기념물

24점, 민속 문화재 9점, 문화재 자료 30점 등 총 145점이 있다.
문화·예술 도서관 22개소, 박물관 9개소, 미술관 12개소,
화랑 52개소, 공연장 39개소, 영화상영관 16개소(스크린 수 111
개), 지방문화원 5개소, 문화의 집 5개소 등이 있다. 문화예술
단체는 103개다.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
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469개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
고 있다.
문화행사 광주프린지페스티벌(4~11월), 정월대보름 고싸
움놀이(2월), 5월음악회(5월), 오월창작가요제(5월), G-POP
페스티벌(5월), 광주미술대전(6월),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7월), 임방울국악제(9월), 광주세계아리랑축전(9월), 김정호추
모가요제(10월), 국제아트페어(9월), 정율성축제(6·8·11월),
광주합창제(10월), 한국화대전(12월)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가 있다.
문화산업 남구 송암산업단지에 조성될 ‘첨단실감콘텐츠 제
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은문화콘텐츠 산업시설을 집적화해 글
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사업으로 송암산업단지 계
획 변경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공공체육시설 종합경기장 2개소, 야구장 6개소, 축구장 21
개소, 수영장 10개소, 실내체육관 21개소, 승마장 1개소, 양궁장
2개소, 국궁장 3개소, 빙상장 1개소, 씨름장 1개소, 골프연습장
2개소, 테니스장 18개소, 롤러스케이트장 2개소, 전천후게이트
볼장 10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다목적체육관 2개소를 신축 중
에 있다.
국제교류 미국 샌안토니오, 대만 타이난, 중국 광저우, 인도
네시아 메단, 일본 센다이, 중국 장치시와 자매결연하고 있다.

의회활동
원 구성
<의 장〉 이은방
〈부의장〉 박춘수, 조세철
〈정당별 의석〉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당 1명
이다.
의회운영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 121일간의 회기 동
안 시민의 권익과 광주발전을 위한 조례안·결의안·동의안
등 모두 38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활발한 의정활
동을 펼쳤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746건의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등 철저한 감시와 견제기능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했
다. 특히 달빛내륙철도 건설, 5·18진상규명, 영광한빛원전 안
전관리, 군 공항 이전, 고교 무상급식 확대 등 대의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민생 의정 현장방문 42개소, 진정 등 민원처리 18건, 의정모
니터링단 46명 운영 등 민생 현장의 문제점 해결에 힘썼다. 특
히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
치 반대, 국제행사 일몰제 재검토 건의안 등을 통해 지역발전
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열린 의정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장면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까지 확대해 생중계했다. 시정질문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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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론매체에 의정활동 사항을 적기에
제공하는 등 시민이 쉽고 빠르게 의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소식지 1만2천 부, 안내책자 2천 부, 의정자
료집 등을 발간했고 모의의회를 6회 개최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했다.
정책 의정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33회 개최했다.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입법·
법률고문 운영, 입법·정책 동향 발간, 실용적인 정책대안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의원들의 입법·정책입안 활동
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했고, 충남도청이 중구 대흥동에
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면적·인구 동쪽은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 서쪽은 충청
남도 공주시·논산시, 남쪽은 충청남도 금산군, 북쪽은 세종특
별자치시·충청북도 청주시와 각각 접해 있다. 2017년 말 기준
총면적은 539.5㎢로 유성구가 176㎢로 가장 크고, 동구 136.6
㎢, 서구 95.5㎢, 대덕구 68.7㎢, 중구 62.1㎢ 순이다. 총 인구는
61만4천639세대 151만9천603명(외국인 1만7천376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대전광역시 면적·행정구역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광역시
道花 : 백목련
市鳥 : 까치
市木 : 소나무
캐릭터 : 한꿈이
시청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시장 : 이재관(李在官)

구분

면 적(㎢)

법정동

행정동

통

반

합 계

539.46

177

79

2,538

14,308

동 구

136.67

45

16

378

2,043

중 구

62.14

26

17

410

2,357

서 구

95.5

27

23

803

4,761

유성구

176.46

53

11

590

3,273

대덕구

68.69

26

12

357

1,874

개관

재정

연 혁 대전 지역은 삼한시대 마한의 변방에 속했다. 백제시
대에 우술군, 통일신라시대에는 비풍군으로 불렸으며 고려시
대에 들어와 회덕현, 진잠현으로 칭했다. 조선시대에 회덕군,
진잠군이 됐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대전역이 생겼고 일본인
거류민이 이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1914년 3월 회덕군·
진잠군과 공주군 일부가 합쳐져 대전군 대전면이 된 후 1931년
4월 대전읍으로 승격됐다. 1932년 10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됐고 1935년 10월 대전부로 승격됐다
1949년 8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대전시로 개칭됐다.
1963년 1월 대덕군 회덕면 일부와 유천면 전역을 편입해 시세
를 확장했다. 1971년 7월 1일 출장소제를 도입해 동·서·중·
북부 등 4개 출장소를 뒀고 1977년 9월 1일 구제를 도입해 동
구와 중구를 뒀다.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확대로 유성 등 광대한 지역이 편
입돼 유성출장소를 뒀다. 1988년 1월 1일 서구를 신설해 3개 구
가 됐다. 1989년 1월 1일 대덕군 지역 편입으로 직할시로 승격
되면서 유성구와 대덕구를 신설해 5개 구로 재편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 광역시로 개칭됐다.
1999년 9월 정부대전청사가 개청돼 제2의 행정수도시대를 맞
이했다.
2000년 1월 1일 시청사를 중구 대흥동에서 서구 둔산동으로
이전해 둔산시대의 막을 열었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출
범과 함께 구축한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트와 행정중심복합
도시 합헌 결정 등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중심지
로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2018년도 시 본청 예산은 일반회계 3조4천514억원과 특별
회계 8천653억원을 합해 총 4조3천167억원이다. 일반회계 세
입은 지방세 1조3천980억원, 세외수입 1천538억원 등 자체수
입이 1조5천518억원이며, 지방교부세 7천241억원, 국고보조금
8천823억원 등 의존수입이 1조6천64억원, 지방채 8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2.7%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분야 4천9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천686억원, 교육분야 2천951억원, 문화 및 관광 2
천369억원, 환경보호 646억원, 사회복지 1조1천309억원, 보건
615억원, 농림해양수산 400억원, 산업·중소기업 752억원, 수
송 및 교통 2천98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천812억원, 과학기
술 564억원, 예비비 및 기타 2천514억원 등이다.
특별회계 8천653억원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1천392
억원, 하수도사업 1천537억원, 산업단지 220억원, 의료급여기
금 2천124억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91억원, 교통사업 307억
원, 광역교통시설 80억원, 도시철도사업 23억원, 기반시설 9억
원, 도시개발 61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82억원, 도안지구 2단
계기반시설 500억원, 소방안전 1천56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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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사업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쉼 없는 노력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
성’ 등 9개 현안사업을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시켰고, 2018년
도 국비로 옛 충남도청사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역대 최대인 2
조8천200원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