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총  평

○ 거제시 기금 총액은 2021회계연도 기준 626억2,057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9,652만원 증가하였으며, 법정의무기금 103억7,076만원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4억3,936만원을 제외한 성과분석 대상기금의

총액은 148억1,045만원으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1조1,683억

1,295만원 1.27%에 해당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1)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은 전년대비 0.58%p 증가한 6.85%로 대체적으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낮은 편으로 향후 개별 기금조성 목적 내에서 사업 분야 

및 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여전히 필요해 보임

○ 8개 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대비 14.31%p가 증가한 87.19%로

양호한 편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업이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집행률이 30%로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해 보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9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

○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4개2) 기금의 타 회계

의존율은 45.31%로 전년도 대비 17.21%p 줄어들었지만, 향후 2024년까지

남부교류협력기금의 조성규모 달성을 위해 타회계 의존율이 40%대로

유지될 전망으로 판단됨

1) 장학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자활기금.
2) 장학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 경상적 경비 비율은 0.51%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의 경우 경상적 경비 미편성함

○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운용계획안 수립 시 

기금조성 및 사업규모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미흡한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개선 필요함

 지표별 분석결과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거제시 6.85 87.19 98.89 45.31 1.27 4

① 사업비 편성 비율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거제시

(평균) 1,366 19,933 6.85

장학기금 177 10,184 1.74

옥외광고발전기금 180 447 40.27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305 32.79

자활기금 86 837 10.27

노인복지기금 22 2,032 1.08

양성평등기금 30 2,366 1.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656 3,469 18.91

식품진흥기금 115 293 39.25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비 집행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여 집행률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자활기금

의 경우 융자성 사업 신청자가 없어 48.84%p로 낮게 평가됨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거제시

(평균) 1,191 1,366 87.19

장학기금 137 177 77.40

옥외광고발전기금 174 180 96.67

남북교류협력기금 30 100 30.00

자활기금 42 86 48.84

노인복지기금 22 22 100.00

양성평등기금 30 30 1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656 656 100.00

식품진흥기금 100 115 86.96

(단위: 백만원, %)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98.89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음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거제시

(평균) 98.89

장학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N Y Y Y 9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④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은 전년도 대비 1억9,0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0년도에

처음 운용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조성규모 달성을 위해 향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거제시

(계) 232 512 45.31

장학기금 32 254 12.60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2 99.01

노인복지기금 0 22 0.00

양성평등기금 0 34 0.00

(단위: 백만원, %)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전년도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0.01%p 감소한 1.27%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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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8,313 62,621 10,371 0 37,439 14,811 1.27

(단위: 백만원, %)

⑥ 기금 수 현황

- 기금 수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 성과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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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기금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10% 미만

장학기금

관련 조례 상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운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해당 조문 개정 예정

자활기금

지역자활사업 적극 발굴로 사업비 

10% 이상 편성 노력

- 향후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등 중점 추진

노인복지기금

기금 조성 목표액(20억원) 달성 후 

조성액 유지를 위해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어 10% 이상 편성 어려움.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업비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례에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편성 비율을 10% 이상 확대 

적용은 어려우나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사업비 편성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률 50% 미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 가능한 평화통일교육사업 적극 

발굴

노인복지기금

코로나19로 사업이 다수 미실시

되어 사업비 집행률 저조,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 

발굴·추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재정안정화기금 폐지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신설

자활기금

- 관련 법령, 조례에 따라 생활

보장위원회에서 기금관리 및 

운용 계획 심의

- 기(旣) 위촉위원 임기만료 시 기

금관련 민간전문가 위촉 예정

(자활사업 안내 지침 근거 창업

관련 전문가 영입)

노인복지기금

거제시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행,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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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11,276 0.51

장학기금 0 168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74 0.00

남북교류협력기금 0 30 0.00

자활기금 0 42 0.00

노인복지기금 0 22 0.00

양성평등기금 0 30 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57 656 8.69

식품진흥기금 0 100 0.00

재난관리기금 0 10,054 0.00

(단위: 백만원, %)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기금 조치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2021. 10월 위촉위원 5명 중 민간

전문가 4명으로 재구성

타회계 의존율 타회계 의존율 50% 이상

장학기금

관련 조례 상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족재원 일반

회계 전입 필요, 해당 조문 개정

으로 기금 사용범위 확대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조성 목표액(10억원) 조성 시

까지(2024년) 일반회계 전입 필요,
목표액 조성 후 조성재원을 통한 

기금 운용 추진

경상적 경비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기금

기금사업비 편성 확대로 경상적 

경비 비율 감소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결산서 제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결산서 제출

2019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 미작성

2020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 

작성(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