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기금 운용현황

   1) 기금현황

남북교류협력기금 1998 남북 강원도간 교류협력 지원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균형발전과

재난관리기금 1997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
용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방재과

관광진흥기금 2000
강원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강원관광 발전 도모

강원도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광마케팅과

체육진흥기금 1989
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체육과

사회복지기금 2002 강원도 사회복지증진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발전기금 1997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 관련 시설의 지원

강원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40조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희망기금 1999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

청소년기본법 제56조 및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여성청소년가족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강원도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의약과

환경보전기금 2001
강원도 청정환경보전 및 환경 오
염방지를 위한 사업 지원

강원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수질보전과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
기금

2004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환동해본부

4에이치발전기금 2013
강원미래농업 중추세력인 4에이
치 회원의 활동 지원

강원도4에이치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

농업기술원

도립대학장학기금 2000
강원도립대학 우수학생 유치 및
인재 양성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조례 강원도립대학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구성
원의 삶의 질 향상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과

폐광지역개발기금 1996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폐광 지역경제
진흥과 균형발전 도모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
조 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자원개발과

비축무연탄관리기금 2007
비축무연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탄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자원개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6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
모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업지원과

개별
기금
(1)

농어촌진흥기금 1995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 육성 및 농어촌 지도
자 사기진작 도모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농정과

통합
관리
기금
(16)

소관부서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4. 기금 운용현황

   2) 기금조성규모

   ■  총 기금규모는 4,195억원 ('15년말기준)

 

(단위 : 백만원)

수입(B) 지출( C) 금액 비율

419,573 212,836 228,419 403,990 △15,583 △3.7    

소 계 368,548 178,688 196,225 351,011 △17,537 △4.2    

남북교류협력기금 3,482 206 2,765 923 △2,559 △0.6    

재난관리기금 16,148 5,829 6,665 15,312 △836 △0.2    

관광진흥기금 3,120 50 48 3,122 2 0.0    

체육진흥기금 9,616 154 150 9,620 4 0.0    

사회복지기금 49,043 1,245 1,475 48,813 △230 △0.1    

여성발전기금 10,332 169 300 10,201 △131 △0.0    

청소년희망기금 4,300 469 500 4,269 △31 △0.0    

식품진흥기금 3,686 2,704 1,452 4,938 1,252 0.3    

환경보전기금 11,204 1,186 425 11,965 761 0.2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2,814 445 64 3,195 381 0.1    

4에이치발전기금 1,100 118 18 1,200 100 0.0    

도립대학장학기금 2,888 158 46 3,000 112 0.0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26 532 0 2,558 532 0.0    

폐광지역개발기금 10,833 143,815 147,856 6,792 △4,041 0.1    

비축무연탄관리기금 88,417 4,015 4,461 87,971 △446 △1.0    

중소기업육성기금 149,539 17,593 30,000 137,132 △12,407 △0.1    

소  계 51,025                  34,148              32,194               52,979               1,954                 △3.0    

농어촌진흥기금 51,025                  34,148              32,194               52,979               1,954   0.5    

2016
년도말

예상잔액
(D=A+B-C)

증감
(D-A)

합 계

개별
기금
(1)

기   금   명

2015
년도말
조성액

(A)

2016년도 운용계획

통합
기금
(16)

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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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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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금 운용현황

   3)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전입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매각수입및
일반부담금

융자금
회  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632,410  11,771
(1,800) -             143,764           46,657         -                419,573       8,806          1,839        

소 계 547,236  10,771
(1,800) -             143,764 14,581 0 368,547 7,734 1,839

남북교류협력
기           금

3,688     3,482 56 150

재난관리기금 21,977 5,571    16,148 258  

관광진흥기금 3,170     3,120 50  

체육진흥기금 9,770     9,616 154  

사회복지기금 50,288 300  55  49,043 817 73

여성발전기금 10,500     10,331 165 4

청소년희망기금 4,769 400    4,300 69

식품진흥기금 6,390   2,445  3,686 59 200

환경보전기금 12,390 1,000  7  11,204 179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         금

3,259 400
(300)    2,814 45  

4에이치발전
기          금

1,218 100    1,100 18  

도립대학장학
기            금

3,046     2,888 46 112

사회적경제지원
기              금

2,559 500    2,026 33  

폐광지역개발
기            금

154,648  142,464 1,231  10,833 120  

비축무연탄관리
기               금

92,432  1,300   88,417 1,415 1,300

중소기업육성
기            금

167,132 2,500
(1,500)  10,843  149,539 4,250  

소  계 85,174         1,000              -             -                       32,076         -                51,026         1,072          -                

농어촌진흥기금 85,174 1,000 32,076  51,026 1,072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통합
관리
기금
(16)

개별
기금
(1)



 4. 기금 운용현황

   ■  기금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  타

632,410 159,431 68,973 16 403,990                          -

소 계 547,236                    157,160                      39,050                         16                351,010                          -

남북교류협력
기           금

3,688 2,765   923  

재난관리기금 21,977 6,665   15,312  

관광진흥기금 3,170 48   3,122  

체육진흥기금 9,770 150   9,620  

사회복지기금 50,288 1,075 400  48,813  

여성발전기금 10,500 300   10,200  

청소년희망기금 4,769 500   4,269  

식품진흥기금 6,390 451 1,000 1 4,938  

환경보전기금 12,390 270 150 5 11,965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         금

3,259 64   3,195  

4에이치발전
기          금

1,218 18   1,200  

도립대학장학
기            금

3,046 46   3,000  

사회적경제지원기
금

2,559    2,559  

폐광지역개발
기            금

154,648 140,356 7,500  6,792  

비축무연탄관리기
금

92,432 4,452  10 87,970  

중소기업육성
기            금

167,132  30,000  137,132  

소  계 85,174                  2,271                      29,923                     -                           52,980                -                         

농어촌진흥기금 85,174 2,271 29,923  52,980  

기   금   명

계

지         출         계         획

통합
관리
기금
(16)

개별
기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