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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정 을 권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 제17 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산

안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

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도지사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

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은

국내 및 도내 지역경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을 추계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 아래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해 「강

원경제의 도약」,「서민생활 안정」,「삶의 질 증진」,「도전역의 균형발전촉진」등

민선4기 도정의 역점시책을 구체화ㆍ가시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분야는

기업유치, 대형프로젝트 등 대규모 고용유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요소를 「2Days-4Seasons」형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이를 특구화하고,

고품격ㆍ국제화ㆍ차별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농어촌활력화 종합대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전국 최상위 수

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증진 분야는

전국 최고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진력하고 수요자 중심의 강원도형 맞

춤복지정책 추진과 도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과 문화를 제공받고 향유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강원도 발전을 견인해줄 외적 내적동력 창출을 위하여

강원도 공간발전 전략인 7+6플랜을 근간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을 촉

진시키고,

국제ㆍ남북교류사업, 행정체계혁신 및 참여자치 실현과 도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재난ㆍ재해예방 분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반시설에도 집중 투자하는 등 「도정목표와 주요

핵심과제」를 조기 달성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2조 3,803억원) 보다 11.9%가 증가한 2조 6,64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 2,75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6,356억원으로 금년보다 21.8%가 증가되었

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조 5,999억원으로 금년 보다 5.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을 금년보다더많이확보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금년보다 100억원이늘어난 400억원을 발행하여 지방도 확·포장사업

과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에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2.5%인 2,83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0%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8%인 1조 5,47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등 채무상환은 금년도 보다 40.4%

증가한 1,250억원이며, 재해복구비 부담 등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최초로

지방채 264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와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도 보다

19.4% 증가한 3,1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경제와 복지, 균형발전”등 주요 시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경제 도약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입니다.

첫째, 기업유치, 대형프로젝트 등 대규모 고용유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재래시장 활성화ㆍ소상공인 대책 등에 1,4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쐨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식기반형기업도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강원테크노파크, 강릉 R＆D혁신지원센터 건립 등 기업

유치 및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648억원,

쐨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

지원센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콘소시엄, 해외시장개척사업 등에 241억원,

쐨재래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육성,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사이버 일자리시장

개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571억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강원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조적인 관광지 조성과 “야간관광 25시

Zone” 등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육성 등에 4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쐨DMZ박물관건립,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 철원평화문화 광장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기반시설에 359억원,

쐨도 이미지 홍보, 여행사초청 팸투어, 강원관광아카데미 개설, 해외판촉 및 설명회,

체험ㆍ동계 관광상품 개발,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 등에 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급격한 인력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이라는 대내·외적 난관을 맞고 있는 농어

촌지역의 활력화 종합대책에 1,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쐨녹색 농촌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 조성,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강원산품 지리적

표시제 등 강원도 산품의 전국 최고가치 명품화 및 브랜드화 등에 58억원,

쐨마을별 혁신리더와 전업농·선도농·후계농 등 글로벌 농어업인의 중점 육성과

농어촌 정보화 등에 85억원,

쐨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통원예시설, 농지기반

정비,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에 622억원,

쐨“소량·다품종·질” 중심의 기르는 어업 중점 육성과 동해연안을 전국제일의

해양관광·레포츠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방어항 건설,

어촌관광단지 조성, 어촌 종합개발, 소규모 바다 목장화, 해중림 조성 등에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증진」분야입니다.

첫째, 전국 최고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환경수도 -

강원도”육성에 2,4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쐨산촌생태마을 조성, 평화생명동산 조성, 생태정보센터 건립,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친환경 실천마을 조성 등의 생명·건강 및 친환경 등 분야에 225억원,

쐨또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자연형 하천정화,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등 청정1급수 보전 등에 1,605억원,



쐨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생태숲 조성, 산림소득기반 확충, 동해안벨트 경관형성,

경관주택 인증 건축물 지원 등에 6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강원도형 맞

춤복지정책에 3,9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쐨임산부 지원, 보육시설 운영, 아동양육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에 873억원,

쐨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저소득층·

노인·장애우 통합복지시스템 구축사업에 703억원,

쐨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역암

센터 건립, 사회복지센타 운영, 사회복지기금 조성, 공공보건의료, 재활병원 증축,

알콜상담센터 등에 2,286억원,

쐨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여성회관 신축, 여성인력개발센타 운영, 환동해 여성지도자 교류

등 여성의 사회적활동 기반 확충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모두가 다양한 학습과 문화를 제공받고 향유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생활안정 편익시설 등에 8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쐨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미래

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역인적자원 개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등 맞춤형

인재 양성에 441억원,

쐨문화재 보수정비, 춘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대관령 국제음악제,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사업, 도립예술단 운영, 강원의얼 선양 등 생활친화적

문화인프라 구축에 264억원과

쐨자연휴양림 조성,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공중화장실 개선 등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도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와 삶의 질」 두가지 기조의 핵심적 시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

반 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첫째, 강원도 공간발전전략인 「7+6 플랜」을 근간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및 도 전역

균형발전 촉진에 4,7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쐨“2시간대 생활권” 조기 완성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위험도로 개량 등 2,681억원과

쐨탄광지역 개발, 댐주변지역 정비, 접경지역 개발, 도시주거환경 개선, 정주권 개발, 오지

개발, 지방소도읍 육성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거점지역 개발에 2,021억원을 배정

하여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강원도의 발전을 견인해 줄 외적 내적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분야에 1,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쐨실리적 국제교류 및 상호 도움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23억원, 행정체계

혁신 및 참여자치 실현과 유비쿼터스 강원 실현에 217억원,

쐨도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상습수해상습지 개선, 재해

위험지구 정비, 소방헬기 교체구입, 119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산불방지대책

등에 1,3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적 대사이며 강원도를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할 2014평창동계올림

픽 유치기반 시설과 「강한 강원체육」도약에 508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쐨2014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유치위원회 운영 출연금,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 꿈나

무선수 육성, 각종 국제대회 유치 등에 330억원,

쐨공공체육시설 확충, 체육진흥기금 조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엘리트 및 생활

체육대회 등에 1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채무상환 및 기타경비로는

지방도 확ㆍ포장 및 재해복구사업 등 채무 조기상환 264억원을 포함한

원리금 1,250억원과, 법정경비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교육

비특별회계전출금 등에 2,9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지방교육세 제외) 1% 수준인 2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88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3,170억원)보다 71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85억원 규모로 금년 당초예산(74억원) 보다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8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 34억원,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 30억원, 시험연구비, 강원 사이버대학

운영 등 사업예산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금년 당초예산(1,205억원) 보다556억원이증액된1,761억원

으로,국고보조금1,448억원과 도와 시군 부담금 308억원 등을 재원으로,

기금운영비 6억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1,755억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

한 의료시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05.3.24)에 따른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의 부

담금 수입이 늘어나 금년당초예산(47억원)보다 30억원을 증액한 77억원 규모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과 예비비 48억원, 징수교부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1,844억원) 보다 121억원이 증가된 1,965억원 규모이며, 공채매출수입 1,045

억원과 융자금 원리금 회수793억원, 기타 자본적수입 등 12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공채원리금 상환 940억원, 지방도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 500억원, 예비비등으

로 525억원을 편성하여 연도중 추가 소요 발생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선4기 도정목표인 「경제 선진도」·「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가시화하고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예

산개요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 을 권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 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새해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새해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새해계획된도정주요시책을내실있게 추진하여「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한 걸음

더 앞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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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

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 형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