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2013년 12월 9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임 남 규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제2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등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3조 

5,21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은 감소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4,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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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중심지 전략, 미래 성장 동력, 도민 복지와 민생안정에 중점

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은 늘지 않은 데 반해, 세출수요는 동계올림픽 시

설투자, 복지수요 확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인하여 800억 원 정도 늘었습

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도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금년처럼 예산편성체계를 이원화하여, 소규모 민생사업은 실․국
장 책임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657억 원)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3조 7,171억 원) 보다 

7.5%(2,794억 원) 증가한 3조 9,96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조 5,21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의 5%→8%)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늘어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703억 원으로 금년보다 4%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동계올림픽 시설투자와 복지수요 확대로 인

하여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2조 5,763억 원으로 금년 보다 6.5% 증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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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505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83억 원, 지역개

발기금 예수금 547억 원 등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도비부담 11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할 계

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ㆍ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1.2%인 7,454억 원으로 금

년 당초예산보다 0.9%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7.4%인 2조 7,255억 원으로 국가 복지정책 확대, 2018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등 도정현안 및 시책사업 투자로 인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11.1%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규모는 1.4%인 502억 원으로 ’98년 차입분  상환이 종료됨에 따라 ‘13

년 당초예산(677억 원)보다 25.9% 감소되었습니다.

  도정 핵심과제별 편성내역을‘중심지 전략’실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라는 브랜드를 세계화 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UN CBD) 총회 개최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평창을 국제회의도시

로 지정받도록 할 계획이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1,333억 원, 경기장 접근도로 471억 원 등 동계올림픽 준비에 1,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기업투자 환경조성에 3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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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 비즈니스센터 및 플라즈마 산업지원센터 설립,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화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되도록

 중소기업 지원, 청년창업 지원, 전통시장 셀렙마케팅, 감자원정대 등 서민경제 활성

화에 316억 원,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 풀뿌리기업 지원, 강원마트 활성화, 지역통화 유통 등 사

회적 경제기반 구축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륙화를 위한 북방경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양양공항 운항장려금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58억 원, 묵호항 재개발, 무역항로 

활성화 등 항만개발에 16억 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개발 등 북방경제 

교두보 구축에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 복지공동체 실현에 8,248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원어민교사 지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저소득층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 등 교육공동체 실현에 1,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민 중심의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설악단오문화권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물류교통망 확충에 2,5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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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차별화․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에 2,648억 원,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강원민속문화의 해 운영 등 세계 속의 관광․문화 명소화

에 862억 원,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등 전국 제일의 녹색자원 활용가치 제고에 3,657억 원,

 하천재해 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강원 구현에 

2,0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75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4,578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가하였으

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96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51억 원, 대학

교육 운영 38억 원, 대학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1,783억 원)과 예탁금 시군 부담금 등 2,232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금운

영비 7억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비 등에 2,2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36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징수교부금 1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9억 원, 예비비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2,023억 원) 보다 267억 원이 증가된 2,290억 원 규모이며, 채권매출수입 

1,000억 원과 융자금 회수 403억 원, 순세계잉여금 592억 원, 이자수입 295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311



  채권원리금 상환 1,510억 원, 지방도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547억 원, 예비비

에 233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중 추가소요 발생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금년(5,027억 원) 보다 7%(354억 원) 증가한 5,381억 원입니다.

  수입부분은 도비 출연금과 일반부담금 수입 1,394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예탁금 회

수 수입 3,863억 원과 이자수입 1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은 비융자성 사업비(고유목적 사업비) 1,300억 원, 융자성 사업비 623억 원

과 예치금 3,45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말(3,580억 원) 보다 3.4% (122억 원)가 감소한 

3,45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안은「소득2배 행복2배 하나 된 강원도」의 도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

사업 설명 자료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 남 규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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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 드린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족한 

재정 속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작성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안목으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도가 중심이 되는「중심지 전략」성과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2월  9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 정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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