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2-1. ( )

년 동안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년도 우

리 거제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898,018 754,701 80,753 36,141 26,423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800,648 854,280 898,874 886,427 898,018

결산 총계기준▸ 
지난 년간 우리 거제시의 세입규모는 년 억원에서 년은 억원이5 2014 8,006 2018 973        
늘어난 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980 0.12% ,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백만원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조선업 불황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되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일반회계 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 년 일반회계(2018 , )



연도별 주민 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천원 명

세출결산 기금포함2-2. ( )

년 동안 우리 거제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736,036 627,595 61,494 21,258 25,690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650,042 701,534 727,914 724,231 736,036

결산 총계기준▸ 
우리 거제시의 세출결산규모는 년부터 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 
무상보육 확대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증가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예산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백만원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년도 세출 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억원 이 증가한 억원으로 사회 ☞ 

복지가 전체 세출액의 억원 를 차지하여 우리 거제시 세출 비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 년 일반회계(2018 , )



주민 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천원 명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인당 세출규모 비교 일반회계1 ( )



기금운영현황2-3.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백만원

△
△

△

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거제시는 개의 법정기금을 포함하여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감소하여 년도 대비 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2-4.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

통합재정통계입니다

거제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백만원

 

1,084,874 912,533 172,341 3,947,151 288,930 7.32%

873,044 711,062 161,982 3,686,818 54,524 1.48%

5 231,383 221,025 10,358 328,544 234,410 71.35%

0 0 0 0 0 0 0%

19,554 19,554 0 68,212 3 0%



거제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백만원

10.07% 11.26% 4.73% 0% 0% 0%

27.22% 46.76% 5.29% 0% 0% 0%

0.72% 0.74% 0.59% 0% 0% 0%

0.11% 0.13% 0.02% 0% 0% 0%

1,084,874 873,044 231,383 0 19,554 0

401,270 210,128 207,024 0 15,882 0

912,533 711,062 221,025 0 19,554 0

109,217 98,265 10,952 0 0 0

6,567 5,264 1,303 0 0 0

968 923 45 0 0 0

7.32% 1.48% 71.35% 0% 0% 0%

63.11% 25% 97.79% 0% 100% 0%

93% 17.68% 705.62% 0% 0% 0%

3,947,151 3,686,818 328,544 0 68,212 0

288,930 54,524 234,410 0 3 0

457,805 218,108 239,700 0 3 0

207,089 184,416 22,673 0 0 0

192,588 32,601 159,987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 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 지방정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