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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치단체 현황

1. 일반현황

□ 지역적 특성

◦ 21세기 국토중심부에 위치한 수도권 근접 산업·교통도시

◦ 첨단 의료․건강도시 및 혁신도시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중소기업의 요람 및 물류·유통 거점도시

◦ 수려한 청정환경, 풍부한 문화·체육·레저시설을 갖춘 휴양도시

□ 인 구 : 305,863명(2008. 10. 31. 현재)

□ 면 적 : 867.30㎢(강원도의 5.2%)

□ 행정구역 : 1읍 8면 16동, 175리 346통 3,154반

□ 행정조직 : 4국 25과 2직속기관 9사업소 178담당, 정원 1,342명

□ 2008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61.7% ◦ 자동차보유 : 112천대

◦ 상수도보급율 : 86.5% ◦ 주택보급율 : 91.0%

◦ 하수도보급율 : 93.2% ◦ 경지정리율 : 100%

◦ 하천 개수율 : 83.2% (지방하천 81.3%, 국가하천 89.9%)

□ 2008년 재정현황 (제2회 추경 기준)

◦ 예 산 규 모 : 7,301 억원 (일반회계 5,213, 특별회계 2,088)

◦ 재정자립도 : 40.2 % (일반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378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259 천원(원금기준)

※ 연도별 재정규모 현황 :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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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A) 일반회계(B) 특별회계(C) 비 중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B/A
(%)

C/A
(%)

1987 35,890 26.2 28,355 45.0 7,535 -15.2 79.0 21.0

1988 36,083 0.5 28,365 0.04 7,718 2.4 78.6 21.4

1989 63,952 77.2 42,924 51.3 21,028 12.5 67.1 32.9

1990 141,252 120.9 51,492 20.0 89,760 326.9 36.5 63.5

1991 202,911 43.7 68,321 32.7 134,590 49.9 33.7 66.3

1992 302,511 49.1 93,206 36.4 209,305 55.5 30.8 69.2

1993 265,805 -12.1 88,978 -4.5 176,827 -15.56 33.5 66.5

1994 197,383 -25.7 122,004 37.1 75,379 -57.4 61.8 38.2

1995 222,123 12.5 144,434 18.4 77,689 3.0 65.0 35.0

1996 245,065 10.3 167,420 15.9 77,646 0.1 68.3 31.7

1997 281,087 14.7 205,516 22.8 75,571 -2.7 73.1 26.9

1998 295,285 0.56 213,728 4.4 81,557 8.9 72.4 27.6

1999 286,582 0.4 198,986 4.5 87,596 10.4 69.4 30.6

2000 314,256 9.6 214,023 7.5 100,233 14.4 68.1 31.9

2001 393,985 25.4 263,653 23.2 130,332 30.0 66.9 33.1

2002 464,422 17.9 304,244 15.4 160,178 22.9 65.5 34.5

2003 453,378 -2.4 296,316 -2.6 157,062 -1.9 65.3 34.6

2004 494,751 9.1 340,568 14.9 154,183 -3.7 68.8 31.2

2005 631,245 27.6 417,844 22.7 213,401 38.4 66.2 33.8

2006 613,564 -2.8 418,964 2.7 194,600 -9.1 68.3 31.7

2007 640,709 4.4 457,093 9.1 183,616 -5.6 71.3 28.7

평균 19.38 17.95 22.10 62.36 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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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 평가

○ 대외적으로 유가의 대폭상승과 미국경제 둔화 등에 따른 세계시장

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등 저성장 추세로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선정 이후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 따라 부

동산 거품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가 둔화됨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7,301억원으로 2006, 2007년 교

부세 정산분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제2회 추가경

정예산(6,312억원) 대비 15.6%로 크게 증가하였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 방향이 소외된 계층과 저

출산·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복지비에 대한 세출을 늘려 사

회안전망 확충 및 사회통합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행정 분야 예산투자확

대는 물론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분야

에 재투자하고,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

으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열악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미

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함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상충하여 재정

운영에서 이중고의 어려움에 봉착.

○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첨단 의료․건강도시로서의 21세기 원주비전을

실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을 위해 건강․안전관련 사

업의 확대, Clean & Green 사업, 어려운 농촌을 되살리고 농업경쟁

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지속

적인 중소기업 등의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활동 전개 및 재래시장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함.

○ 또한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 투자를 자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내실화에 집중한 한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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