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
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7,637 2,567 6,662 4,094 30,205

장학기금 4,934 1,236 1,356 120 6,170

문화예술진흥기금 3,048 34 90 55 3,083

옥외광고정비기금 323 429 429 0 752

체육진흥기금 3,253 231 303 72 3,484

자활기금 653 59 67 8 712

기초생활보장수급
권자  장학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1,480 105 140 35 1,585

성평등기금 2,238 69 92 23 2,30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847 -128 487 614 720

식품진흥기금 181 30 154 124 211

중소기업육성기금 5,121 821 1,192 371 5,942

재난관리기금 5,559 -319 2,352 2,671 5,240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4,363 26,336 25,258 27,637 30,20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5년도 말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법정운용기금 4개를 포함하여 총 11개이

며 조성액은 302억원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성액 규모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재원은 예금이자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며 일부 기금은 융자금 

회수, 도 보조금, 기타 사업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동종자치단체 평균 

조성액보다 87억 적으며 비율은 78%입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거제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
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0.41 84.05 104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 11.3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5.9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55 4.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33 8.42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98 4.98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3.48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2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55 11.77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3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우리 거제시의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자세한 내

용은 [별첨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72,180 1,249,144 122,666 321,980 1,248 34,451 693,598 1,536,672

토  지 23,859 546,425 2,128 205,865 767 34,281 25,220 718,009

건  물 327 271,640 22 17,898 4 88 345 289,450

입목죽 2,161 191 0 0 469 18 1,692 173

공작물 145,732 419,892 514 95,600 1 20 146,245 515,472

기계기구 26 945 0 0 7 44 19 900

선박 5 768 0 0 0 0 5 768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6 370 1 17 0 0 37 387

유가증권 400,003 8,000 120,001 2,600 0 0 520,004 10,600

용익물권 31 913 0 0 0 0 31 913

회원권 0 0 0 0 0 0 0 0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우리 시 2015년 기준 공유재산의 증가수량은 122,666이고 감소수량은 1,248입니다.

2015년도 현재 공유재산 총수량은 693,598이고 금액은 1,536,672백만원입니다. 2014년 대비 

토지, 공작물 및 유가증권의 수량과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038 8,064 179 1,604 70 720 1,147 8,948

구    매 747 3,443 78 976 12 205 813 4,214

관리전환 39 651 0 0 0 0 39 651

양    여 -1 -12 0 0 0 0 -1 -12

기    타 253 3,982 101 629 58 515 296 4,095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932,309 961,028 1,091,776 1,249,144 1,536,672

물   품 7,974 8,557 9,092 8,064 8,94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우리 시 공유재산의 증가 이유는 지속적인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

에 의한 것이고 물품의 증가 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분리로 인한 각종 

사무기기 구입 등 행정장비 구입에 의해 증가하였습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

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01,534 2,600 0.37 3,643 0.52

일 반 회 계 585,138 2,600 0.44 3,643 0.62

특 별 회 계 82,450 0 0 0 0

기   금 33,946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476,222 550,169 611,763 650,042 701,534

출자금 (B) 0 2,000 2,000 4,000 2,600

66,209출자금 총액 (C) 300 2,000 59,609 63,609 66,209

출자금 비율 (B/A) 0 0.36 0.33 0.62 0.37

출연금 (D) 2,004 5,263 6,053 4,058 3,643

출연금 비율 (D/A) 0.42 0.96 0.99 0.62 0.5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우리 시는 2015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및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에 

출자금을 26억원 교부하였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등에 36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600

일반회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0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2015년도 거제해양관광개
발공사 출자 자본금 교부

일반회계 (주)경남은행거제지점 600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
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
한 조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
지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출연금

소계 3,643

일반회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500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년  재단법인 희망복
지재단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200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2015년 소상공인  육성자
금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296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년 거제시  문화예술
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

경남지부
4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
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2015년도 한센병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4 지방세기본법
2015년 지방세연구원에 대
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7 지방재정법
2015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급 납부

일반회계 남북교류협력기금 2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
력조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
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296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년 거제시  문화예술
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91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년 (재)거제시  희망복
지재단 출연금 지출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2 28,591 49,239 20,752

출자

기관

소    계 0 20,000 40,088 20,507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식회사 0 20,000 40,088 20,507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식회사 0 0 0 0

출연

기관

소    계 22 8,591 9,151 245

재단법인거제시문화예술재단 20 2,591 1,332 238

재단법인거제시희망복지재단 2 6,000 7,819 7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거제시상수도 9 140,133 21,452 23,556 23,727 -171 가

거제시하수도 54 267,263 381 10,023 17,212 -7,189 나

공사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170 62,631 267 16,857 17,555 -698 마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거제시상수도 -2,490 -853 1,631 1,808 -171

거제시하수도 -4,163 -5,394 -3,076 -5,434 -7,189

공사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0 65 338 -950 -698

☞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는 공익목적 사업 추진으로 

영업수익의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으나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유

지보수비, 약품 재료비 등의 증가로 인해 영업비용이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당기순이익 관련하여 2013년 당기순이익 증가의 이유는 입장료 

인상 및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유동 관광 인구 증가로 인해 단기성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 10월 평화파크 인수로 인해 2014년부터 13억 상당의 감가상각비 발생으로 비용

이 증가하고 관광인구 정체로 인한 수익정체로 2014년도 적자 발생하였고, 2015년 경영개

선 차원 비용 절감 노력으로 적자폭 감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