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도 재정여건과 방향2.

재 정 여 건ꊱ
□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와 재정분권으로

재정운영의 책임성 자율성 증대ㆍ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그간 계속 추진해 온,□

대형투자사업의 본격 추진 및 마무리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

세입분야는《 》

□ 우리 는 부동산대책 이후 실거래가 신고제 과표현실화로831 , ,道 ꡐ ․ ꡑ
지난해까지는 지방세 세입이 큰 폭의 신장세를 나타냈으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여파 주택 거래세율 인하 등으로- ,

세수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년 년* '07 29.7% '08 3.2%→

□ 세외수입중 재산관련 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은 금년 수준을 유지, ,

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우리도의 여건을 살린 항구적 세원발굴 세무조사 확대, ,

강력한 체납징수대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노력 강화 필요

세출분야는《 》

□ 국가 복지정책의 투자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지출소요 급증으로 인해 자체사업 투자규모 증가세 둔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보육 취약계층- , ㆍ․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소요 지속 증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

년대비 국비 억원 증가 도비부담 억원 증가* '07 1,426 531 (1,940 2,481)→ →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 및 시간대 생활권 조기, 2□「 」

완성 등 도정 역점시책 구체화가시화에 따른 재정수요 뒷받침․
강원경제
도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ㆍ

ㆍ생명건강 지식기반신산업육성․
강원 관광의 고도 산업화ㆍ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ㆍ

도민만족
삶의 질
실현

맞춤형 복지사회 실현ㆍ

건강 세 만들기100ㆍ

환경수도 강원도 육성-ㆍ

강원 문화공동체 실현ㆍ

강원도 사람 키우기ㆍ

ㆍ안심하고 살수있는 안전제일도 건설

ㆍ신선한 먹거리 제공 및 주거환경 향상

강한 체육강원 인프라 확충-ㆍ

균형발전
도 전역 공간구조 재정비 및 지역별 특화발전전략 조기 가시화ㆍ

플랜 의 입체적 경쟁력 및 복합물류교통망 조기 완공7+6ㆍ「 」

그간 계속 추진해 온 대형 투자시설사업의 마무리 및 본격□

추진 등에 따라 재정수요 크게 증가

⇒ 경상예산 절감편성 및 사업예산 편성 집행 등에 대한ㆍ

엄격 관리 등을 통해 건전 재정운영 자구노력 강화「 」



∙ 경제 선진도 서민경제 안정 기업을 통한 성장동력 가속화: ,

서민경제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관리, ,→ꋻ
기업유치 기업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 등 성장동력 가속화→ꋻ
강원관광 선진화 소득화 전략 강화,→ꋻ
농 어 촌 대응대책 농어촌 희망찾기 등 활력화 집중 추진FTA ,→ꋻ

∙ 삶의 질 일등도 강원도적 맞춤형 복지시책 견지:

강원도형 선진복지 실현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응기반 구축 등→ ㆍꋻ
복지 환경 문화 강원도적 정체성 및 가치자산 창출ㆍ ㆍ →ꋻ
강원도 사람 키우기 및 강원도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추진 등ꋻ

∙ 도 전역 균형발전 플랜 입체적 실행 시간대 생활권 완성: 7+6 , 2

운 영 방 향ꊲ

도정의 핵심과제와 주요 사업들의 가시화와 신성장 동력을□

지속 창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도정목표 조기,ㆍ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구축에 집중 투자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도입으로 년도 재원배분 및 투자2008□

방향과 예산편성을 연계 재정운용 신뢰성 제고,

* 관광문화 도로건설 산업경제부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 SOC

집중투자

선택과 집중의 원칙 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ꡒ ꡓ
성과부진 및 비효율적 사업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실시◦

지역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역점시책에◦ ㆍ 투자재원 중점 배분



□ 새정부 공공부문 예산절감정책과 연계한10% 강원도 재정의

초강도 재정혁신 추진

▷ 년도 예산절감 억원 목표 추진2008 15%(300 )

◦ 예산편성과 집행의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인건비 국고보조,

사업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절감15%

전 부서의 자체사업경비 절감 의무화 : 10%▪

행정운영경비 절감율 상향조정(10% 15~20%)▪ →

전문적 원가심사 시스템 운영으로 공사비 절감 등(3%)▪

이와 함께 도 재정 전반에 걸친,▷ 재정혁신 전략과제(9)선정,

제도운영 부문까지 확대하여 지속 추진

편성단계 :▸ 년주기형 사업예산 편성제 도입2①

용역사업 사전심사제 도입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보안개선③ ․
집행단계 :▸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④

예산낭비요인 발굴 개선⑤

사후관리 :▸ 예산일몰제 확대 운영⑥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리제도 도입⑦

중앙건의 :▸ 국고보조금제도 개선⑧

지방예산 회계연도 조정⑨

▷ 이에 따른 절감재원은 최근, 투자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 환경 지역개발분야 등에 집중 재투자,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 융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의□ ㆍ

철저한 이행으로 계획재정 운영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