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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는「지방회계법」제14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분야 결산서를  
통합한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집행의 결과뿐 아니라 재정 상태와 성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산서로 작
성하여 결산개요에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의 요약자료를 작성하여 결
산서 서식을 보지 않고도 주요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는 예산과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등 재정상황, 1년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사업별 원가와 운영수익을 단위
사업별로 보여주는 유용한 회계제도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전년도 강원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7.7%이며, 건전한 재정운영
으로 최근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수증대와 지출효율화를 위하여 노
력한 결과 최근 들어 수익이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7회계연도에 5조 2,908억 원을 집행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 교통인프라 구축 등 마무리를 한 해로서 전력
을 다해 올림픽 준비에 임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국제도시가 되
는 것을 목표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완공, 양양국제공항의 동남아노선 확대, 서
울~양양고속도로와 서울~강릉KTX 개통 등 바닷길, 하늘길, 땅길, 철길을 새롭게 열었
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
어산업 추진 등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해였습니다. 
  2017년 12월 실업률이 2.7%로 전국에서 6번째로 낮아 우리 도의 일자리 지표는 올
림픽 준비를 통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올림픽 특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
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8.   3.    .
강원도지사 최 문 순



 

  Ⅰ. 결 산 개 요



Ⅰ. 결산개요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단위:개/명)

구분 면적
시·

군

동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행정동 법정동 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

구역
16,875.04㎢ 18개 74 179 2,008 22,281 692,254 1,550,806 700,265 1,550,142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명)

구  분 실 국 본부 관 실·과 사업소 기타 공무원수

행정조직 2 8 1 3 60 13 24 4,807

 

 제2장 회계현황

  1. 현   황

  우리 도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

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5개가 설치되어 운

영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도의 회계현황]

회    계 종   류 근 거 법 규 설  치  목  적 비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

기   타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의
료지원을 위한 기금의 합리적 
관리 규정

학교용지

부 담 금

특별회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같은법시행령, 강원도 학
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신설예정인 공립학교 용지매
입비 지원 등 원활한 학교용
지 확보 지원

소방안전

특별회계

지방세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9조

소방사무의 효율적 추진 및 소방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회계 종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비고

기   타

특별회계

지역자원

시 설 세

특별회계

지방세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9조

발전용수 소재 시군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육성, 지하
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 목적

기   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지방자치법, 조례 남북 강원도간 교류협력 지원

청 소 년
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조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

양성평등
기    금 양성평등기본법, 조례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

식품진흥
기    금 식품위생법, 조례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

폐광지역
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폐광 지역경제 
진흥과 균형발전 도모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조례 비축무연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탄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      금

조례 강원도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환경보전
기    금 조례 강원도 청정환경보전 및 환경 오

염방지를 위한 사업 지원

재난관리
기    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
용을 충당

농 어 촌
진흥기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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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에이치
발전기금 조례 강원미래농업 중추세력인 4에이치 

회원의 활동 지원

지역개발
기    금 조례

상하수도사업, 지역개발사업, 지
방공기업 사업지원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

재해구호
기    금 조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 긴급

생활안정 도모

자활기금 조례 자활사업 증진

   2. 2017회계연도 중 회계의 변동

    2017회계연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였고, 한편, 2016년 12월 말에 폐지된 사회복지기금을 재해구호기금과 자활

기금으로 각각 분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1. 세입세출결산 요약

   ○ 우리 도의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5,716,823백만 원, 총 세출은 5,290,870



백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425,953백만 원입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716,823 5,290,870 425,953 264,163 3,052 158,738

일반회계 5,281,263 4,918,445 362,818 240,487 2,876 119,455

기타특별회계 435,560 372,425 63,135 23,676 176 39,283

    * 회계별 총계금액임

  ○ 최근 5년간 세입의 증가율은 6.6%인 반면, 세출은 6.8%의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증가하

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증가율

세입(A) 4,434,404 4,618,691 5,410,307 6,989,131 5,716,823 6.6

세출(B) 4,067,340 4,073,294 4,617,031 6,063,439 5,290,870 6.8

잉여금

(A-B)

소  계 367,064 545,398 793,276 925,692 425,953 3.8

이 월 금 169,604 223,706 358,189 274,633 264,163 11.7

보 조 금

집행잔액
1,554 1,868 6,588 1,543 3,052 18.4

순 세 계

잉 여 금
195,907 319,824 428,499 649,516 158,738 △5.1

　   ※ 연평균 증가율(e호조 자동산출)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산정방식 : [(최종연도/기준연도) (^1/(전체연도 수-1))-1]*100 (소수점 1자리)  

   2. 세입세출결산 분석  

    가. 세입결산(재원별 현황)

     ○ 2017회계연도 세입은 5,716,82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2,307백만 원(18.2%)

이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2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도 전년대비 



2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36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101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액이 전년대비 13,707억 원이 감소됨.

     ○ 총 5,716,823백만 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2.7%와 64.5%입니다.

 <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 2016 2017
전년대비(%) 전년대비(%)

계 5,410,307 6,989,131 129.18 5,716,823 81.8

자체수입 1,050,740 1,222,675 116.36 1,297,595 106.13

 지 방 세 870,227 1,010,895 116.16 1,063,768 105.23

 세외수입 180,513 211,780 117.32 233,827 110.41

이전수입 3,337,630 3,664,713 109.8 3,688,206 100.64

 지방교부세 794,951 900,372 113.26 1,033,983 114.84

 보  조  금 2,542,679 2,764,341 108.72 2,654,223 96.0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1,021,937 2,101,743 205.66 731,022 34.78

    나. 세출결산(기능별 현황)

     ○ 세출은 5,290,87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772,569백만 원(12.7%)이 감소하

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조 4,798억 원

(28.0%), 문화및관광 7,766억 원(14.7%), 농림해양수산 5,735억 원(10.8%) 

등입니다.



        - 일반회계에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이 63.3%가 

증가되었고, 이는 일자리 특별지원, 수출경쟁력·이전기업 보조금 등 

도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가로 산업∙중소기업분야 지출이 증

가하였음

       ※ 총 5,634,490백만 원의 예산현액 중 5,290,870백만 원이 집행되어 집

행율은 약 93.9%(총계기준)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 2016 전년대비(%) 2017 전년대비(%)

계 4,617,031 6,063,439 131.33 5,290,870 87.26

일반회계 4,204,332 5,249,894 124.87 4,918,445 93.69

일반공공행정 313,275 414,833 132.42 452,543 109.09

공공질서및안전 197,543 444,385 224.96 215,776 48.56

교육 180,054 212,697 118.13 230,910 108.56

문화및관광 558,855 909,589 162.76 776,633 85.38

환경보호 381,341 365,854 95.94 285,402 78.01

사회복지 1,050,479 1,109,451 105.61 1,229,256 110.8

보건 77,840 87,013 111.78 93,876 107.89

농림해양수산 494,989 537,983 108.69 573,518 106.61

산업·중소기업 103,607 98,858 95.42 161,464 163.33

수송및교통 225,270 353,892 157.1 219,406 62.0

국토및지역개발 282,099 348,915 123.69 281,768 80.76

과학기술 2,298 2,100 91.35 2,145 102.14

기타 336,682 364,324 108.21 395,748 108.63

특별회계 412,699 813,545 197.13 372,425 45.78

공기업특별회계 167,491 504,016 300.92 - -

기타특별회계 245,208 309,529 126.23 372,425 120.32

   제4장 기금결산 요약

    ○ 우리 도의 2017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426,691백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048,808백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406,732백만 원을 공제한 1,068,767백만 원입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426,691 642,076 1,048,808 406,732 1,068,767

남북교류협력기금 5,194 △571 73 644 4,623

폐광지역개발기금 52,378 14,197 185,617 171,420 66,575

비축무연탄관리기금 87,402 11,077 16,692 5,615 98,479

재난관리기금 19,308 539 6,831 6,292 19,847

농어촌진흥기금 58,373 △2,056 29,896 31,952 56,317

중소기업육성기금 165,384 △12,200 10,102 22,302 153,184

지역개발기금 - 608,866 775,477 166,611 608,866

재해구호기금 - 18,779 19,098 319 18,779

자활기금 - 2,945 3,111 166 2,945

기타 38,652 500 1,911 1,411 39,152

       ※ 기타(6) :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환경보전기금, 4에이치발전기금

    ○ 최근 5년간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24.5 %p 낮아 회계연

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27.8% 증가되었고, 전년도 대비 기금조

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개발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

으로 전환되어 608,866백만 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356,760 400,383 440,328 449,998 426,691 4.6

당해연도 조성액 218,617 195,938 215,298 242,533 1,048,808 48.0

당해연도 사용액 174,995 155,994 205,628 196,772 406,732 23.5

당해연도말 조성액 400,383 440,328 449,998 495,760 1,068,767 27.8

  　   ※ 연평균 증가율(e호조 자동산출)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산정방식 : [(최종연도/기준연도)＾(1/(전체연도 수-1))-1]*100 (소수점 1자리)



   제5장 재무제표 요약·분석

    1. 재무제표 요약

       2017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562,766백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203,308백만 원

(24.8%)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17년 14,465,910 1,125,568 13,340,342 4,642,888 5,258,952 △616,064

2016년 13,859,334 1,081,758 12,777,576 4,315,138 5,134,510 △819,372

증감 606,576 43,810 562,766 327,750 124,442 203,308

    2.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3,340,342백만 원, 전년 대비   

562,766백만 원(4.4%) 증가

      ○ 총자산은 14,465,91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6,576백만 원(4.4%) 증가

하였습니다.

         - 지난해에 비해 자산의 증가 요인으로는 동계올림픽시설, 도로 확∙포

공사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자산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자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3,006,395 100 13,859,334 100 14,465,910 100

유동자산1) 1,357,747 10.44 1,502,425 10.84 1,139,029  7.87

투자자산2) 731,568  5.63 702,711  5.07 1,070,494  7.40

일반유형자산3) 486,228  3.74 539,496  3.89 626,451  4.33

주민편의시설4) 613,899  4.72 1,088,037  7.85 1,214,152  8.39

사회기반시설5) 9,799,445 75.34 10,009,563 72.23 10,397,655 71.88

기타비유동자산6) 17,508  0.13 17,102  0.12 18,129  0.13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2)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3)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5)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등

      6)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등 

    ○ 총부채는 1,125,56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810백만 원(4.0%) 증가하

였습니다.

       - 지난해에 비해 부채 증가 요인으로는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

증권)가 감소한 반면 유동부채(일반미지급금 등)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054,563 100 1,081,758 100 1,125,568 100

유동부채1) 236,524 22.43 182,959 16.91 244,410 21.72

장기차입부채2) 782,138 74.17 863,534 79.83 845,317 75.10

기타비유동부채3)   35,901  3.40 35,265  3.26 35,841  3.18

      1)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2)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3)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

     나.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616,064백만 원, 전년 대비 

203,308백만 원(24.8%) 감소

      ○ 총비용은 4,642,88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7,750백만 원(7.6%) 증가

하였습니다.

         - 지난해에 비해 비용의 증가 요인으로는 정부간 이전비용(시도비보조금 등)과 

운영비(홍보및광고비, 위탁대행사업비 등)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3,954,165 100 4,315,138 100 4,642,888 100

인건비1) 366,283 9.26 391,500 9.07 424,444 9.11

운영비2) 491,856 12.44 559,364 12.96 656,979 14.43

정부간이전비용3) 2,869,615 72.57 3,101,358 71.87 3,256,446 69.91

민간등이전비용4) 174,451 4.41 210,543 4.88 234.782 5.04

기타비용5) 51,960 1.32 52,373 1.22 70,237 1.51



      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홍보및광고비, 소모품비, 위탁대행사업비 등

      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 총수익은 5,258,95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442백만 원(2.4%) 증가

하였습니다.

         - 지난해에 비해 수익의 증가 요인으로는 자체조달수익(지방세, 임시

세외수익 등)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수익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628,242 100 5,134,510 100 5,258,952 100

자체조달수익1) 1,145,949 24.76 1,285,596 25.04 1,424,846 27.43

정부간이전수익2) 3,415,633 73.80 3,775,919 73.54 3,770,478 71.37

기타수익3) 66,660  1.44 72,995  1.42 63,628  1.20

      1)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2) 지방교부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등

      3)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대손충당금환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