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총  평

○ 2020회계연도 거제시 기금 총액은 569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1억3100만원 감소하였으며, 법정의무기금 90억3100만원 및 재정

안정화기금 333억1400만원을 제외한 성과분석 대상기금의 총액은 

145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1조1384억3600

만원의 1.28%에 해당함

○ 재난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1)의 사업비 

편성비율은 전년대비 2.41%p 증가한 6.27%,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대비 4.13%p 증가한 72.88%이며, 미회수 채권은 없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96.00점으로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회의도 회의 실적에 반영됨에 따라 전년보다

높은 점수로 평가됨

○ 법정의무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2)의 타 회계 

의존율은 62.52%로,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 달성

으로 타회계 전입금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경우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효율적인 기금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기금 운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1) 장학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식품진흥기금

2) 장학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 경상적 경비 비율은 0.14%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의 경우 경상적 경비 

편성액 없음

○ 2020. 12. 29.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지표별 분석결과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거제시 6.27 72.88
설치(조례 

제정 완료)
0.00 96.00 62.52 1.28 4

 ※ 동종 자치단체 비교

   -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 거제시 시-Ⅲ 유형(그룹) 소속 :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제시



① 사업비 편성 비율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거제시

(평균) 1,202 19,180 6.27

장학기금 176 10,177 1.73

옥외광고발전기금 134 330 40.61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203 49.26

자활기금 72 831 8.66

노인복지기금 31 2,040 1.52

양성평등기금 30 2,362 1.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588 3,046 19.30

식품진흥기금 71 191 37.17

(단위: 백만원, %)

  ※ 동종 자치단체 사업비 편성 비율 : 28.5%

② 사업비 집행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여 집행률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노인복지

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하게 되어

전년보다 집행률이 51.61%p 감소함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거제시

(평균) 876 1,202 72.88

장학기금 145 176 82.39

옥외광고발전기금 122 134 91.04

남북교류협력기금 28 100 28.00

자활기금 39 72 54.17

노인복지기금 15 31 48.39

양성평등기금 25 30 83.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445 588 75.68

식품진흥기금 57 71 80.28

(단위: 백만원, %)

  ※ 동종 자치단체 사업비 집행률 : 78.3%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거제시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완료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2.29. 제정

  ※ 동종 자치단체 19개 중 설치운용 9, 설치조례완료 7, 조례발의 1, 미설치 2

④ 미회수채권 비율 : 0%

  ※ 동종 자치단체 미회수채권 비율 : 78.9%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코로나19로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됨에 따라 평가점수가 증가함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거제시

(평균) 96.00

장학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N Y Y Y 90

노인복지기금 N Y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⑥ 타회계 의존율

- 장학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 달성으로 2개 기금의 

타회계 전입금은 전년보다 1억78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0년도에

처음 운용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조성규모 달성을 위해 향후

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거제시

(계) 422 675 62.52

장학기금 195 372 52.42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0 100.00

노인복지기금 27 61 44.26

양성평등기금 0 42 0.00

(단위: 백만원, %)

  ※ 동종 자치단체 타회계 의존율 : 21.1%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은 1조1384억3600만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145억7900만원,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1.28%로,

전년대비 0.3%p 감소함(1.58%→1.28%)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거제시 1,138,436 56,924 9,031 0 33,314 14,579 1.28

(단위: 백만원, %)

  ※ 동종 자치단체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3.0%

⑧ 기금 수 현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0년도에 처음 운용되어 전년대비 기금 수가

1개 증가하였음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거제시 10 5 0 1 4

(단위: 개)

  ※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 5.4개



⑨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평균 이하

장학기금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비 편성 

권고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사업비 집행률 집행률 70% 미만

옥외광고발전기금

집행률 부진 원인 분석 

및 제고 방안 검토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운영 -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미회수채권비율 미회수율 50% 이상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비율 상향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연간 2회 이상 소집회의 

개최 권고

타회계 의존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

장학기금
기금 수입구조 개선방안 

강구
노인복지기금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평균 이상 불필요한 기금 검토

기금 수 현황 동종 자치단체 평균 초과 해당사항 없음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전녀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미제출
조치계획 제출

경상적 경비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 해당사항 없음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결산서 작성
작성 대상 기금 해당 서류 작성 해당사항 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의 주민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외에는 경상적 경비 없음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거제시

계 28 19,766 0.14

장학기금 0 145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22 0.00

남북교류협력기금 0 28 0.00

자활기금 0 39 0.00

노인복지기금 0 15 0.00

양성평등기금 0 25 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28 445 6.29

식품진흥기금 0 57 0.00

재난관리기금 0 18,890 0.00

(단위: 백만원, %)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거제시 1 1 0 0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