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연도
ⓒ

계 사 유
금 액
ⓓ

합   계 207,549,152,817 529,296,117,426 190,201,460,285 339,094,657,141

강원학술진흥기금 강원도학술진흥조례
강원도 학술활동 지원 ·
육성

2001 기획관실 이자수입 등 114,738,937 3,815,995,023 3,815,995,023
신한은행
(3,815,995,023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남북강원도간 교류협력
지원

1998
남북협력
담당관실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등

147,526,654 5,245,468,559 남북교류협력사업 43,407,698 5,202,060,861
신한은행
(5,202,060,861원)

체육진흥기금
강원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도민체력증진 및 강원체
육발전

1989 체육청소년과
이자수입, 기타잡수
입

315,267,689 8,878,846,636
체육진흥고유사업(우
수선수육성등)

300,000,000 8,578,846,636

신한은행
(7,688,846,636원)
일반회계 예탁금
(890,000,000원)

청소년희망기금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저소득가정청소년장학사
업등

1999 여성가족과 도출연금, 이자수입 283,990,839 4,456,216,525
저소득가정청소년장학
사업등

278,971,940 4,177,244,585

신한은행
(1,846,151,585원)
일반회계 예탁금
(2,331,093,000원)

사회복지기금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도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002 체육청소년과
국고보조금, 도비전
입금, 이자수입, 기
금운용수입

1,762,167,640 45,763,678,851
고유목적 사업비 등
지출

963,296,200 44,800,382,651

신한은행
(27,277,081,851원)
일반회계예탁금
(17,523,300,800원)

여성발전기금 강원도여성발전조례
여성권익증진과 단체시설
의 지원

1997 여성가족과
예탁금상환금, 이자
수입, 기타 잡수입

377,094,802 10,601,337,476 여성단체등 사업지원 346,500,000 10,254,837,476

신한은행
(4,046,723,276원),
일반회계예탁금
(6,208,114,200원)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제89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
상

1989 식품의약과 과징금 및 운용수입 3,088,089,412 4,702,079,574
식품진흥고유목적사업
수행등

2,118,621,170 2,583,458,404
신한은행
(2,583,458,404원)

도립대학장학기금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조례

강원도립대학 우수학생유
치 및 인재양성

2000 강원도립대학
도비출연금, 이자수
입, 기타수입

232,735,417 2,254,285,989 2,254,285,989
신한은행
(2,254,285,989원)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
업 지원

1996 탄광지역개발과
강원랜드카지노운영
이익금

113,456,626,322 117,057,891,374
폐광지역개발사업 추
진

113,236,058,000 3,821,833,374
신한은행
(3,821,833,374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설치
조례

비축탄관리및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

2007 탄광지역개발과
비축무연탄 판매수
입, 기타

30,689,615,114 91,851,204,822 고유목적사업비 집행 33,419,057,780 58,432,147,042
신한은행
(58,432,147,042원)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
기금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강원도내 해난어업인유가
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
진을 도모

2004
환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

적립기금의 이자수
입

82,727,753 2,136,636,938 유가족 생활안정지원 79,945,000 2,056,691,938

신한은행
(1,496,691,938원)
예탁금
(560,000,000원)

2. 조성 세부명세서

( 단 위 : 원 )

       구 분

 기금명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

연도
운용관서 재원조달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

기  금
보  관
상  황

전년도까지
ⓐ

321,746,964,609

3,701,256,086

5,097,941,905

8,563,578,947

4,172,225,686

44,001,511,211

10,224,242,674

1,613,990,162

2,021,550,572

3,601,265,052

61,161,589,708

2,053,90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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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 : 원 )

       구 분

 기금명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

연도
운용관서 재원조달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

기  금
보  관
상  황

전년도까지
ⓐ

관광진흥기금
강원도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제
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설치

2000 관광진흥과
도비전입금, 이자수
입, 기금운용수입금
등

109,700,574 3,175,341,356 관광진흥고유목적사업 60,000,000 3,115,341,356
신한은행
(3,115,341,356원)

수질오염저감기금
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및운용조례

강원도내 수질개선을 위
한 사업이나 활동지원

2001 맑은물보전과

도비출연금, 환경관
련 각종징수비용 교
부금, 과태료, 과징
금등

744,594,619 8,954,187,384
융자지원 및 위탁관리
비 지원사업 추진

75,490,000 8,878,697,384
신한은행
(8,878,697,384원)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
기금

연수원건립기금운용조례
운수종사자교육및복지향
상

1984 도로교통과
과징금, 출연금, 이
자수입

323,911,786 8,713,286,493 운수단체지원등 264,585,800 8,448,700,693

신한은행
(1,928,700,693원)
예탁금
(6,520,000,000원)

재난관리기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비용충당 1997 재난방재과 도출연금, 이자수입 4,674,109,846 18,501,645,472
수해위험하천정비등
고유목적사업비

3,720,192,730 14,781,452,742
신한은행
(14,781,452,742원)

농어촌진흥기금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
치및운용조례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어
업 경쟁력 확보 및 1지역
1명품육성, 농어촌지도자
정주의식 함양

1995 농어업정책과
도비출연금, 이자수
입, 융자금원리금

20,862,957,032 49,787,739,323

농림어업특화사업 융
자금, 융자대행수수
료, 이차보전, 해외연
수장학금지원등

15,441,112,549 34,346,626,774

신한은행
(6,047,000,000원)
농협
(28,299,626,774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도소재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도 도모

1996 기업지원과
도 및 시군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30,283,298,381 143,400,275,631
민간융자금 대출, 국
비 및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19,854,221,418 123,546,054,213

신한은행
(39,457,597,718원)
농협
(30,938,168,805원)
제일은행
(53,150,287,690원)

8,389,374,707

13,827,535,626

28,924,782,291

113,116,977,250

3,065,640,782

8,209,59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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