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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장학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59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 설치년도 : 1997년

- 사업내용 : 시 출신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재원조성 : 기금의 이자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 지원금액 : 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용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39 222 168 54 10,093 115 139 △24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추진내용 비고최초
계획

집행
실적

비율
(%)

‘21년 
거제시
장학금 
지급

176.5 136.5 77.3

선발인원 : 88명/136,500천원
-고등우수 : 18명/ 9,000천원
-대입우수 : 25명/50,000천원
-대학우수 : 20명/40,000천원
-재능봉사 : 25명/37,500천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재능봉사 

(24명/36,000천원)
미포함

(장학금 지급 
시기 미도래)



○ 잘된 점

- 재능 봉사 장학생 49명 선발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

▹ 목  적 : 지역출신 인재들이 지식재능을 나누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 

▹ 내  용 : 영어/수학 1:1 학습 멘토링

○ 미흡한 점

- 이자율 하락으로 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어려움 

- 사고이월 발생으로 집행실적 비율이 낮아짐(겨울방학 재능봉사  
장학생의 경우 다음연도 2월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향후 조치계획 

-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 범위를 확대하여 장학생 선발 확대 추진

-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재능봉사 장학생 선발을 연1회로 변경 선발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76 145 82.4 176.5 136.5 77.3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장학금 지급(176백만원, 128명) 장학금 지급(145백만원, 107명) 82.4%

’21년 장학금 지급(176.5백만원, 115명) 장학금 지급(136.5백만원, 88명) 77.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학생 선발 부문 다양화 : 고등우수(고등학생), 대학교 입학우수  

(대학 입학생), 대학교 성적우수(대학교 재학생) 장학생을 각각  

선발하여 부문별로 고르게 장학금 지원

- 재능 봉사 장학생 선발 및 멘토링 활동 지원 : 시 출신 인재들이 

지식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시 출신 우수 인재 육성

-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

거제시 장학생 선발 (고등우수,
대입우수, 대학우수, 재능봉사)
※ 2021년 : 112명 선발

상

겨울방학 

재능봉사 

포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1년부터 2021년까지 1,209명에게 총1,75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우리 시 출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함

- 재능봉사(멘토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식재능을 나눔 할 

수 있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른 품성

과 리더십을 갖춘 사회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장학사업 139백만원
장학 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삭감 등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 존치 필요

상

합  계 13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이용하여 

사업비 운용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장학금 혜택 증대 방안 마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장학금 지급액을 확대하도록 함

(이자 수입금의 80% 범위 내 → 100% 범위 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기금 수입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

(e호조시스템)을 통해 징수결의 하여야 함 
내부 감사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문 제 점 :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자수입이 적어 장학금 지급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사업효과가 미비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제3항 “기금운용은 

해당 연도 장학금 지급 이전 발생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용한다”라는 규정을

- “기금운용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용한다”로

개정하여 장학금 운용 범위 확대 <2022. 4. 14. 개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9,926
100%

10,184
100%

10,230
100%

전입금 300 3.0 195 1.9 32 0.3

예치금회수 9,474 95.5 9,812 96.3 10,007.5 97.8

이자수입 152 1.5 177 1.7 190.5 1.8

지  출

합  계 9,926
100%

10,153
100%

10,225.5
100%

비융자성사업비 115 1.2 145 1.4 168 1.6

예치금 9,811 98.8 10,008 98.6 10,057.5 98.3

사고이월 - - 31.5 - 36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설치연도 : 2011. 7. 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97 153 174 △21 276 384 416 △32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 42,392건 

- 옥외광고정비사업 일반운영비 : 31,793천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 77,399천원

- 옥외광고사업 지원 보조금 : 44,834천원

-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19,570천원



○ 불법 광고물과 노후화된 벽면･돌출간판, 무분별하게 난립 되어

있는 지주형 간판 및 광고물 게시시설 등을 지속 정비하여 안전

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였음

○ 옥외광고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을 진행, 노후 간판을 안전하고 

심미적인 새 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광고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노후 광고물을 지속 정비･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므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4 122 91 180 174 97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옥외광고정비사업 일반운영비

→ 36백만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 78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백만원

○ 옥외광고정비사업 기타 운영비

→ 31백만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 71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20백만원 

91%

’21년

○ 옥외광고정비사업 기타 운영비
→ 36백만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 78백만원
○ 옥외광고사업 지원 보조금
→ 46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 20백만원

○ 옥외광고정비사업 기타 운영비
→ 32백만원

○ 옥외광고 게시시설 정비사업 
→ 77백만원

○ 옥외광고사업 지원 보조금
→ 45백만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 20백만원

9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 지정 게시대 등의 정비로 불법 광고물 방지 및 다양한 홍보 기회 제공

-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 및 행정처분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 옥외광고업자 교육･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정 게시시설 설치･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 간판디자인전을 통해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 조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 없음

’20년 해당 없음

’21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416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이며, 도시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조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불법 광고물 정비, 간판 정비, 지정 게시대 

확충 및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17
100%

419
100%

450
100%

전입금 - - 30 7.5 - -

보조금 - - - - 46 10

예치금회수 639 89.1 308 73.5 297 66

이자수입 4 0.6 5 1 4 1

기타수입 74 10.3 76 18 103 23

지  출

합  계 717
100%

419
100%

450
100%

비융자성사업비 410 57.2 122 29.1 174 39

예치금 307 42.8 297 70.9 276 6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설치목적 :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 추진 

- 설치년도 : 2019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2 202 29 173 345 203 100 103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4개사업(단체) 선정 / 29,956천원 지원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20. 6. 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북측과 교류가 단절된 이후 사실상 

대북지원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성과가 없는 점이 아쉬움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최근 급격하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교류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지만, 남북관계가 일방향적이지 않고 여러 요인에 따라   

급변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존치는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28 28% 100 29 29%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60백만원)

○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

(40백만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없음

○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 4개사업 선정, 28백만원 지원

28%

’21년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60백만원)

○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

(40백만원)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없음

○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 4개사업 선정, 29백만원 지원

2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국경 봉쇄, 코로나19

상황 아래 급속하게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여 

중단되면서 성과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음

-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지역 내 관련 단체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해 문화예술행사   강연   포럼 등 3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 조성에 기여한 효과가 있었음.

특히 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21년의 사업의 경우 보다 다채롭고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점에서 긍정적인 대내외 평가를 받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남북교류협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
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사실상 추진 불가하여 성과가 없음

- 평화통일교육사업은 정상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 없음

’20년 해당 없음

’21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 존치 필요성 등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평화통일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 형성과 향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

점으로 개선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 존치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남북교류협력사업 40백만원 필요시, 신속한 사업 추진 중

② 평화통일교육사업 60백만원 지속적인 사업 추진 상

합  계 1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20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예치금회수 172백만원, ‘21년 이자수입 2백만원,
시비 전입금 수입 200백만원으로 충당함

- 내부검토, 위원회 심의, 의회 의결 등을 거쳐 5년동안 10억원 조성규모가 

정해졌으며, 당해 374백만원의 규모는 적정함



○ 과거 3년간의 수입 지출 실적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

200
100%

374
100%

전입금 200 100 200 53

예치금회수 172 46

이자수입 2 1

지  출

합  계
%

200
100%

374
100%

비융자성사업비 28 14 29 8

예치금 172 86 345 9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2023년 당초예산에 기금 

전출금 2억원 반영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과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 지원 도모

- 설치연도 및 조례제정 : 2001. 12. 27.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99 38 42 △4 795 28 30 △2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전문자격 취득 지원 : 10백만원

(총46명 : 운전면허증, 아동요리지도사2급, EM지도사2급, 정리수납지도사2급)

-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개소에 따른 장비 및 비품 지원 : 21백만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1대, 10㎡) 지원: 7백만원



○ 잘된 점 

- 2021. 8.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연초면 소오비길 30) 개소에 따른

전산장비, 의류 프레스기 등 각종 장비 구입에 기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공간을 확충하였음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배양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개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였음

○ 미흡한 점 : 자립이 미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기금

융자사업은 코로나19, 지역 경기침체로 신청자가 없었음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한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자활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자활사업 수익금, 예금이자로 조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육성,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융자사업 수행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

형태로 계속 존치하여야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2 39 54.1 86 42 48.8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복지증진사업(13백만원, 2개분야)

○ 자활센터 지원(29백만원, 1대)

○ 융자사업(30백만원, 1건)

○ 복지증진사업등(11백만원, 2개분야)

○ 자활센터 차량구입 지원(28백만원, 1대)

○ 융자사업 : 없음

54.1%

’21년

○ 자산형성 위탁사업 3백만원

○ 복지증진사업 13백만원

○ 자활센터 지원 40백만원

○ 융자사업(30백만원, 1건)

○ 자산형성 위탁사업 3백만원

○ 복지증진사업 10백만원

○ 자활센터 장비 지원 29백만원

○ 융자사업 : 없음

48.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산형성 위탁사업,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은

계획대비 75%를 달성하였음 

- 기금 융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당초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여사업은 기금 손실 

우려와 코로나19,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음

-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기금조성 목표액이 10억 원으로 목표액 도달 시까지는 원금 손실

예방과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 자활지원사업 추진 자금 지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립,

자활복지 증진기여

○ 복지증진사업 추진

○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48.8%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무관련 교육 실시

(운전면허증 10명, 아동요리지도사2급 10명, EM지도사2급 18명, 정리수납

지도사2급 8명)

-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자활사업의 확장을 

도모함과 더불어 저온저장고(1대) 지원으로 영세한 영농사업단의 생산성을

높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음.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 없음

’20년 해당 없음

’21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사업비 편성비율 및 집행률 제고 조치

- 기금 보유액이 조성목표액(10억원)에 미달하여 사업비 

편성비율(지출)을 높이기 어려운 상태이며

- 매년 운용계획에 반영은 하였으나 실적이 없었던 융자

사업비를 2022년 기금운용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경우 반영함.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

15백만원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개인별 맞춤형
자활 상담을 통해 일하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및 사기앙양 효과

상

② 자활센터 기능보강 15백만원
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원을 통한 근무자 및
참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자활사업 활
성화 도모

상

합  계 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재원은 시 출연금 350백만원을 포함 총예치금 795백만원으로

수입은 연도별 자활사업 매출적립금과 이자 수입으로 구성됨

○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에 근거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지속적인 자활사업 육성으로 재원의

추가 확보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간 확충 추진

○ 기 실시한 자활사업의 매출 증대와 매년 증가하는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수요에 맞게 새로운 사업단 육성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814 100% 838 100% 837 100%

예치금회수 739 90.8 802 95.7 799 95.5

이자수입 0 0 23 2.7 1 0.1

기타수입 75 9.2 13 1.6 37 4.4

지  출

합  계 814 100% 838 100% 837 100%

비융자성사업비 12 1.5 39 4.7 42 5

예치금 802 98.5 799 95.3 795 95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설치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

○ 설치년도 : 1997. 7. 2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25 22 22 0 2,025 20 20 0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역 어르신(노인)들의 건강한 취미생활 및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316개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각종 어르신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22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 행사, 교육 등 집합 모임이 전면 취소되면서

비대면 위주의 우수경로당 시상, 노인회 조직활성화 4개 사업에

22백만원을 지출



○ 노인복지기금은 최초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 운영하던 

노인회 육성자립기금을 기반으로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연차별 확대되어 2020년말 기준 2,025백만원을 조성, 목표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달성

○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체 노인인구 대비 저조한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자수입 증가 등 재원 확대 방향 모색이 필요

○ 이자수입 증가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기간이 만료된 예산을 우선하여 예탁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노인복지기금 2,000백만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

○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노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1 15 48.39 22 22 100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

(31백만원, 1개소)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

(15백만원, 1개소)
48%

’21년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

(22백만원, 1개소)

○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

(22백만원, 1개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비대면 위주의 조직활성화 등 

비사업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되었음

- 노인회조직활성화 사업을 통한 쾌적한 노인여가복지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o 우수분회 및 우수경로당 시상

o 경로당 현판제작 지원

o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o 경로당 임원교육 및 간담회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따른 목적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 노후된 경로당의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

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없음

’20년 없음

’21년

1.「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개정 소홀

2.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소홀

내부감사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천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우수분회 
우수경로당 시상

2,000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사업비 지원이 제한된 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매년 노인복지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시행이 필요하여

기금사업으로 유지함이 필요함

상

② 도단위 행사 지원 3,500 상

③ 노인회 조직활성화
지원

4,000 상

④ 경로당 순회 교육 
및 간담회

2,000 상

⑤ 우수지도자 선진지
견학

4,500 상

⑥ 스포츠댄스교실 1,000 상

⑦ 장수어르신 행복
나눔 위안잔치 및
장수상 시상

3,000 상

합  계 2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21년도 이자수입 22,408,381원을 조성 재원으로 2021. 12. 31.

기준 정기예탁금 2,000,328,000원, 보통예탁금 22,475,997원을 합

하여 총 2,025,803,997원을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기금 존치와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필요

○ 노인복지기금을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008
100%

2,040
100%

2,047
100%

전입금 100 5.0 27 1.3 0 0

예치금회수 1,878 93.5 1,979 97.0 2,025 99.0

이자수입 30 1.5 34 1.7 22 1.0

지  출

합  계 2,008
100%

2,040
100%

2,047
100%

비융자성사업비 29 1.4 15 0.7 22 1.0

예치금 1,979 98.6 2,025 99.3 2,025 99.0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촉진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설치연도 : 1998년

- 사업내용 :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사업 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342 34 30 4 2,346 23 30 △7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
번

기관(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8개 사업 30,000

1 거제YWCA성폭력
상담소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Ÿ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상 
교육

 - 명사초교외 6개교 491명 
4,950

2 함께하는 
우리마음

엄마와 함계하는 
“쉼”프로젝트

Ÿ 가족친화 문화 형성을 위한 모자 
소품 제작 활동  

 - 20명, 8회 수업(마크라메 등)
4,350

3 소리사랑예술단 엄마도 여자다
Ÿ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토크형 음악 콘서트 

 - 1회, 70명 
4,315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여성의 권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사업 수혜자를 확보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코로나19로 인해 주변과의 

대면 기회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 가능한 

기반 마련에 일조

- 수행 단체 연례 반복사업 신청 및 지원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과 신규 단체 참여 기회 제공 및 기금사업

선정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기금 사업 내실화 

연
번

기관(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4 (사)한국오카리나
팬플룻 거제지부 가족, 음악 꽃이 피다 

Ÿ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공동 
악기 배우기 프로젝트 

  - 악기(칼림바) 배우기 : 24명
  - 작은 발표회 : 1회  

3,900

5 거제가정상담센터 디지털 성인권 교육 
강사 양성 교육

Ÿ 디지털 성인권 강사 육성 및 교육 
  - 강사 양성 : 20명 참여 14명
    수료
  - 교육 : 중곡초교외 4개교,
     22회, 401명  

3,795

6 (사)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

함께 만드는 건강한 
우리 가족 

Ÿ 가정 내 성평등 가족관계 실천 및 
행복 가족 구현을 위한 교육

  - 3회, 60명
  - 양성평등교육, 마술체험 교실 
    케이크 만들기 

3,000

7 (사)한국휘트니스
협회 거제지부

미나리 프로젝트
(미래·나라·리더/
미운오리새끼라지만~
나아봐~ 이만한 행복이 
또 있을까?)

Ÿ 저출산 극복 및 건강 가정 육성을 
위한 부부(커플)만의 건강 프로그램 
운영 

 - 천연화장품, 꽃차 만들기, 푸드
   테라피, 헬스케어: 4회, 20명  

3,156

8 거제여성회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Ÿ 유아동대상 맞춤형 젠더 교육을 
위한 인형극 현장 공연    

- 양성평등 인식개선교육 : 1회 
 - 인형극 기본교육 등 : 8회 
 - 역할극(인형) 공연 : 5회, 114명 

2.190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구현,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의식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

- 기금의 존재만으로도 양성평등정책의 관심을 유도하는 상징성이

있으며, 취약 계층 등 선별적 대상에 대한 보충적 복지 지원의 

의미가 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성격의 사업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25 83 30 30 100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등 

5개사업(25백만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등 

5개사업(25백만원)
100%

’21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사회 

참여 등 8개사업(30백만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사회 

참여 등 8개사업(3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유 · 아동과 청소년 등 교육 수요자 눈높이 맞는 인권 보호 및 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건강하고 행복 가족 구현을 위한 가족친화적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9조

양성평등 촉진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117개 사업 /
528백만 원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17개 사업에 528백만원을 지원함

- 기금을 통해 관내 민간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왔으며,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양성 평등 문화 조성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소홀 내부감사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사업비 편성 비율 10% 미만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기금의

조성액에서 발생 되는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사업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편성 비율 10% 이상 확대 

적용은 어려우나, 이자 수입금 범위에서

사업비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30백만원

Ÿ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추구 하는
지역사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지역민들의
주체적 활동을 통한 양성 
평등문화 확산에 기여
Ÿ 기금의 존재 자체가 양성 
평등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성은 2013년 기금목표액 20억 달성 이후 이자 수입이 

주된 재원 조달 방법이며, 지출은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

설치 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재원 조성의 적정성이 우수한 편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355
100%

2,367
100%

2,376
100%

예치금회수 2,318 98.4 2,325 98.2 2,342 98.6

이자수입 37 1.6 42 1.8 34 1.4

지  출

합  계 2,355
100%

2,367
100%

2,376
100%

비융자성사업비 30 1.3 25 1.1 30 1.3

예치금 2,325 98.7 2,342 98.9 2,346 98.7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비롯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 지도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노력하겠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설치목적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 설치년도 : 2004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47 721 655 66 2,813 719 190 529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으로 

2021년도에는 수입721백만원 중 655백만원을 마을주거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등에 집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음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조례 제12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88 444 76 656 655 99.8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20년

마을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 
100백만원

o 한내마을 다세대주택 노후씽크대 및 파손 가구 교체 
  : 45백만원
o 한내마을 다세대주택 방범용 CCTV 교체
  : 3백만원

48%

석포마을 황토찜질방 추가공사비 지원 : 
400백만원

o 석포마을 황토찜질방 추가공사비 지원
  : 335백만원 84%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 지원 : 88백만원
o TV 유선비 : 12백만원
o 마을 공동 전기·전화·상하수도요금 : 9백만원
o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운영 : 40백만원

69%

‘21년

마을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 50백만원 o 한내마을 구거정비 및 농로 개설 공사 : 50백만원 100%

주민복리증진사업 : 515백만원 o 한내마을 김치냉장고 구입 : 206백만원
o 석포마을 김치냉장고 및 냉난방기 구입 : 309백만원 100%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 지원 : 91백만원
o TV 유선비 : 12백만원
o 마을 공동 전기·전화·상하수도요금 : 6백만원
o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운영 등  : 72백만원

98.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복리증진사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주민감시원을 채용하여 자원순환시설 민간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폐기물처리 과정 신뢰 형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으로 활기찬 분위기 조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 · 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조례 

제11조

o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복리증진 기여

o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

o 소득증대사업

o 환경개선사업

(복리증진사업)

상



《 감사 지적사항 등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마을주거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외 10건
656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없     음

내부감사
‘20년

- 지출결의서 품의 유형 오류 : 일시사역 노동자도 

인건비지출결의서 사용

- 민간 경상사업보조 관리업무 소홀 : 자본적 경비로    

사용 불가

‘21년
-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소흘 :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에 세입 징수결의 필요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 경상적 경비 비율 5%이상 편성

기    타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기금 설치목적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함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

음식물류 납입필증 판매대금의 5%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의 전입금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① 향후조치 계획

○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며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추진

○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기금의 투명성 및 마을별

형평성 제고 

② 건의사항 :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시설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655
100%

3,191
100%

3,468
100%

전입금 590 22.2 646 20.2 685 19.7

예치금회수 2,002 75.4 2,500 78.3 2,747 79.2

이자수입 29 1.1 43 1.4 32 0.9

기타수입 34 1.3 2 0.1 2 0.1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 - - 2 0.1

지 출

합  계 2,655
100%

3,191
100%

3,468
100%

비융자성사업비 130 4.9 417 13.1 598 17.2

인력운영비 25 1.0 27 0.8 57 1.7

예치금 2,500 94.1 2,747 86.1 2,813 81.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 설치연도 및 조례제정 : 2000. 12. 23.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80 186 111 75 255 108 110 △2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지정업소 등 지원 : 29,381천원

- 식품접객업소 살균소독제 지원 : 2,870개소 55,000천원

- 식품 수거 검사 및 식중독예방 홍보 활동 : 11,96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 7,950천원

-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환부 : 7,454천원

○ 잘된 점 

- 68제곱미터 이상 식품접객업소 2,870개소에 살균소독제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식중독을 예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 환경 조성

- 유통 중인 식품 수거 검사 및 식중독 예방 홍보, 하절기 해안지역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위생기준 및 영업주의

위생 의식 향상 도모

○ 발전방안

- 식문화 개선사업 및 위생등급지정 업소 지원 및 확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

서비스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향후 조치계획

- 위생등급지정업소 지원 확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위생 환경 개선 도모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 재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 유효성은 여전히 높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9 57 82.6 115 100 86.96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등급
업소 등 지원 (20,000천원, 300개소)

○ 식중독 사각지대 대상 업소 물품
지원 (10,000천원 200개소)

○ 소규모 영업장 위생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6,000천원 10개소)

○ 위생교육비 지원 (5,000천원, 1,880명)
○ 식품수거 검사비 (4,800천원, 12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3,750천원, 75명)
○ 식중독예방컨설팅 사업 등 (5,920천원,

100개소)
○ 위생등급 앱 활용비 (1,560천원, 12회)
○ 식중독 사각지대 대상 찾아가는

위생교육 (14,400천원, 18명)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등급
업소 등 지원 (10,125천원, 240개소)

○ 식중독 사각지대 대상 업소 물품
지원 (10,980천원 200개소)

○ 소규모 영업장 위생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3,840천원 8개소)

○ 위생교육비 지원 (5,000천원, 1,880명)
○ 식품수거 검사비 (4,728천원, 12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3,750천원, 75명)
○ 식중독예방컨설팅 사업 등 (3,814천원,

112개소)
○ 위생등급 앱 활용비 (1,560천원, 12회)
○ 식중독 사각지대 대상 찾아가는

위생교육 감시원 활동비 지원
(12,900천원, 18명)

79%

’21년

○ 식품수거 검사비 (4,800천원, 12회)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등급업소 

등 지원 (20,000천원, 150개소)
○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 

(9,200천원, 165개소)
○ 식품위생 정보공유 지원 

(1,716천원, 12회)
○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

판 지원 (1,920천원, 12개소)
○ 해안지역 대상 찾아가는 식중독 안전

교육물품 지원 (5,000천원, 50개소)
○ 식중독예방컨설팅 사업 

(4,000천원, 10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7,950천원, 159회)
○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66㎡

이상 업소 (55,000천원, 2,787개소)
○ 식품접객업소 위탁교육비 지원

(5,000천원, 1회)

○ 식품수거 검사비 (4,750천원, 20회)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등급업소 

등 지원 (12,716천원, 150개소)
○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 

(9,200천원, 165개소)
○ 식품위생 정보공유 지원 

(1,716천원, 12회)
○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

판 지원 (1,920천원, 12개소)
○ 해안지역 대상 찾아가는 식중독 안전 

교육물품 지원 (5,240천원, 50개소)
○ 식중독예방컨설팅 사업 

(1,672천원, 103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7,950천원, 159회)
○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66㎡

이상 업소 (55,077천원, 2,787개소)

96.9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 및

시민건강 증진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 업소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식품수거 검사비 지원

·식중독예방 컨설팅 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일반예산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한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식중독 

예방 활동 등 식품안전 사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어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효과는 매우 높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없음

’20년 없음

’21년 기금수입에 대한 징수결의 소홀 내부감사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고유목적사업 110,886천원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위생  

등급지정 업소 지원, 식품

수거 검사, 식중독예방      

컨설팅 등 기금 본래의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상

합  계 110,886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유사성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유사성 없음

타 기금 유사성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치금회수 : 180,451천원

○ 징수교부금수입 : 93,062천원

○ 이자수입 : 2,460천원

○ 시도비보조금 등 : 90,786천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의 영업 위반행위의 과징금으로 조성

되며, 코로나19 및 조선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 전반적인 식품

접객업의 경영환경이 불안정하여 기금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나 

현재 기금 수입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식품접객업소의 힘든 여건을 감안하여 안심식당 및 위생등급지정

업소 지정 및 지원 확대 등 식품접객업 운영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므로 일반예산 편성 대책 강구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54
100%

245
100%

1,098
100%

보조금 17 11 48 20 91 24.9

예치금회수

107 69.5 128 52 180 49.2
예수금

이자수입 2 1.3 2 1 2 0.5

기타수입 28 18.2 67 27 93 25.4

지  출

합  계 154
100%

245
100%

366
100%

비융자성사업비 26 16.9 57 23 100 27.3

예치금 128 83.1 180 74 255 69.7

기타지출 - - 8 3 11 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 설치목적 :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사업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 설치년도 : 1997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08 11,083 10,160 △923 5,931 1,489 678 811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거제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등 기여  

   - 붕괴법면, 하천, 방호벽 등 재해위험지 사전예방을 위한 보수 및 정비 : 663백만원 

   - 재난예·경보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보강   

     사업 및 노후 재난예경보시설 교체 등 : 141백만원 

   - 태풍 ‘오마이스’ 및 집중호우, 폭염 등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 조치 : 288백만원 

  ○ 최근 태풍, 집중호우, 폭염, 지진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빈번한  

     기상이변 및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재난의 다양화·대형화로   

     인하여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의 존치는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20년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28백만원

∘재난 피해시설 복구공사

- 응급복구 임차료 : 400백만원

∘사등.성포 해안도로(제방) 재해예방 

공사 외 6건 : 1,736백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 50백만원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155백만원

∘재난 피해시설 복구공사

- 응급복구 임차료 : 194백만원

- 예방 및 복구 공사 : 1,400백만원

∘ 도비보조금반환금 : 660백만원  

108.8%

2021년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28백만원

∘재난 피해시설 복구공사

- 응급복구 임차료 : 400백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 50백만원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19백만원

∘재난 피해시설 복구공사

- 응급복구 임차료 : 288백만원

- 예방 및 복구 공사 : 804백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 106백만원  

254.6%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 8,943백만원〔계획대비(9,336백만원) 95.8% 집행〕 

    -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금 지원 8,887백만원,  코로나19 안심콜 관련 지원 56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예방과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기금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 중임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14 2,409 108.8 478 1,217 254.6

                                                                              (단위: 백만원,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재해피해 최소화에 기여

 ○ 감사 지적사항 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19년

○ 재난관리기금 변경 및 사용 부적정

○ 내용 : 주민숙원사업, 시책사업, 억 단위  

대규모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  

시행하고, 예치금은 가급적 변경 자제

거제시의회

결산검사

2020년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 재난ž재해 사전예방

○ 신속한 응급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활동

○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 재난의 원인분석 등을 위한 조사연구

상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등 
478백만원

재난사전대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사업 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없음 -

타 기금 해당사항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액으로 재원을  

      조성하므로 기금 설치 목적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이며, 

     각종 재난대비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8,232

 100%

24,558

 100%

16,091

 100%

전입금 1,790 22 11,574 47.1 10,341 64.3

보조금 265 3 6,841 27.9 681 4.2

예치금회수 6,006 73 6,091 24.8 5,008 31.1

이자수입 171 2 52 0.2 61 0.4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8,232
100%

24,558
100%

16,091
100%

비융자성사업비 2,053 25 18,779 76.5 10,054 62.5

인력운영비 39 0.5 110 0.4 - -

기본경비 - - - - - -

예치금 6,091 74 5,008 20.4 5,931 36.9

기타지출 49 0.5 661 2.7 106 0.6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