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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황

지역특성

전라남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중앙에 위치하며, 남해안에 인접하여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연계하는 지리적 중심지

섬진강 발원지, 주암호, 람사 습지로 등록된 여자만의 습지, 율포해변 등 산·강·호수·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CNN선정, 세계인이 감탄하는 경이로운 계단식 차밭이 있으며 대한민국 최대 녹차 주산지

면적 : 664㎢ (농경지 159, 임야 411, 기타 94)

인구

38,471 (남 18,823, 여 19,648) / 65세 이상 15,834명(41%)

행정구역

2읍 10면 316리 604마을

행정조직

1실 15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2읍면 / 701명(본청 337명, 읍면 등 364명)

2023년 본예산 편성 현황

총규모

열린행정 >  군정안내 >  일반현황일반현황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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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51백만원(2022 본예산 589,611백만원의 5.2% 증)

일반회계: 555,872백만원(2022 본예산 533,965백만원의 4.1% 증)

세입

자립도 8.11%

재정자주도 60.1%

자체수입 45,110백만원(8.12%)

의존수입 496,212백만원(89.26%)

보전수입 등 14,550백만원(2.62%)

지방세 28,606(5.15%)

세외수입 16,504(2.97%)

교부세 282,700(50.86%)

보조금 189,279(34.04%)

균특회계 17,680(3.18%)

조정교부금 등 6,553(1.18%)

도비보조금 40,850(7.35%)

세출(기능별)

(http://www.boseong.go.kr)



일반공공행정 23,877(4.3%)

공공질서 및 안전 12,591(2.2%)

교육 3,984(0.7%)

문화 및 관광 28,427(5.1%)

환경 51,063(9.2%)

사회복지 126,061(22.7%)

보건 8,284(1.5%)

농림해양수산 168,513(30.3%)

산업중소기업 7,606(1.4%)

교통 및 물류 25,559(4.6%)

국토 및 지역개발 20,422(3.7%)

과학기술 0(0%)

예비비 8,510(1.5%)

기타 70,975(12.8%)

세출(성질별)

(http://www.boseong.go.kr)



인건비 65,597(11.8%)

물건비 39,497(7.1%)

경상이전 236,352(42.5%)

자본지출 183,452(33%)

융자 및 출자 0(0%)

보전재원 0(0%)

내부거래 22,464(4.1%)

예비비 및 기타 8,510(1.5%)

특별회계

64,379백만원(2022 본예산 55,646백만원의 15.6% 증)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상수도 20,769 하수도 22,462

수질개선 14,989 의료급여 809

저소득층 50 주민소득 251

발전소 131 농공지구 2,144

경영수익 2,114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660

C O P YR IG HT ⓒ  BO S EO NG -G UN. ALL R IG HT

R ES ER 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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