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14년 회계연도)

2015. 12.

행 정 자 치 부

재 정 정 책 과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 1

  1. 기금성과분석 개요 ···························································1

  2. 추진체계 ·············································································3

  3. 분석 방향 및 지표 개선 ·················································4

Ⅱ. 2015년 성과분석 결과 ······························ 9

  1. 총  평 ···············································································10

  2. 분야별 분석결과 ·····························································11

  3. 우수단체 선정결과 ·························································20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 24

  1. 기금 정비 ········································································25

  2. 기금운용 건전성 ·····························································34

  3. 기금운용 효율성 ·····························································44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 53

  1. 개선 권고사항 ································································54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56



I.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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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성과분석 개요

 □ 추진 목적

○ 자치단체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추진 근거(지방기금법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함

 □ 추진 절차(지방기금법 제14조 제2항~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제출(시․군․구는 시․도 경유)

○ 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기금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 분석 기준과 계획(지방기금법시행령 제8조)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6월 분석기준 통보)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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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경과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

매년 모든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실시근거 규정

○ ’06~‘12년까지는 전체 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분석하였으나, ‘13년부터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 ’06∼’08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 분석하였으나, ’09년 

이후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성과분석 실시

 □ 분석결과 활용

○ 우수단체 및 성과미흡 단체에 대한 조치

- 우수단체 포상, 미흡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 권고

< 표창 및 인센티브 현황 >

￭ ’07년 : 24개 단체(광역 4, 기초 20), 개인 18명 행자부장관상 표창,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

￭ ’08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행자부장관 표창

￭ ’09년 : 33개 단체(광역 4, 기초 29)에 행자부장관 표창

￭ ‘10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행자부장관 표창

￭ ‘11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행자부장관 표창

￭ ‘12년 : 28개 단체(광역 4, 기초 24)에 행자부장관 표창

￭ ‘13년 : 26개 단체(광역 4, 기초 22)에 행자부장관 표창

￭ ‘14년 : 25개 단체(광역 4, 기초 21)에 행자부장관 표창

○ 공개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자부는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통합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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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체계 

□ 분석 대상

○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4년말 기준, 2,387개)

□ 분석 방식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50점) 기금 정비율(35점), 일몰제 적용률(15점)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기금 운용의 효율성(15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분석절차 및 일정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기준 통보 행정자치부(6월)

Ú

자치단체별 자체 성과 분석 및 결과 제출
기초 → 광역(7∼9월)
→ 행정자치부(9월말)

Ú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증 합동작업 및 
종합 분석

행정자치부
(10∼11월)

Ú Ú

우수단체 표창
미흡단체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행정자치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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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방향 및 지표

□ 분석 방향

○ 기금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 정비, 채권 관리 

지표에 높은 배점을 유지하고, 민간위원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 심의회 운영 적정성 강화

- 기금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효율성 저하 방지를 위해 ‘기금 정비’

분야에 높은 배점(총 50점) 및 가점(4점) 강화

《연도별 기금 증가 현황》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기금수(개) 2,229 2,293 2,342 2,373 2,409 2,395 2,394 2,387

조성액(조원) 20.3 18.1 17.9 17.1 18.0 17.9 16.1 16.5

기금당규모(억원) 91 80 76 72 75 75 67 69

□ 분석지표 개선

○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지표는 제외하되, 통합관리기금 설치 촉진을 

위해 가점(1점) 부여

※ 분석지표 개선 추진경과

- 지자체 의견 수렴(5.12∼5.18), 보완(5.19～5.29),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6.3～6.5)

《 분석지표 개선사항 》

지표명 2014년 2015년

기금 정비율 20점 35점(배점상향)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추가

구간별 배점
제외

통합관리기금설치 - 신설(가점 1점)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적정성

15점
15점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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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개선 세부내용

①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 지표 제외

- 통합관리기금의 운영방식이 각 시도별로 상이해 특정 시도에 불리

하게 작용하는 등 평가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② 통합관리기금설치 : 지표신설(가점, 1점)

-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지표를 제외하는 대신, 통합관리기금 설치 

촉진을 위해 가점 신설

 ◯3  기금 운용심의회 운영 적정성 : 지표개선(단서조항 신설)

-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0’점 처리(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

Ⅳ. 추진 일정

○ 자치단체별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 ‘15. 7∼9월

￭ 광역 및 기초단체 e-호조시스템에 기금성과분석 자료 입력(9.18)
￭ 광역단체는 기초단체 입력 자료를 확인 및 조정(9.25)

- ｢자체 성과분석 총괄*｣은 광역 자치단체에서,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작성

* 종합적·지표별 분석결과, 가점(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 평가 등

** 기금운용 개요 및 분석결과(총평, 사업운용성과, 기금 유효성 등)

○ 행정자치부 제출 : 9.25(시‧군‧구 → 시‧도, 9.18)

○ 행정자치부 종합 분석 : 10∼11월

○ 성과분석 결과 공개 및 우수단체 표창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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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년 대비 분석지표 변경내용

지표 2014년(2013년 실적) 분석지표 2015년(2014년 실적) 분석지표 비고

기금

정비율

( 2 0 →
35점)

1) 기금 금액 기준(10점)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

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 기

금,및 감채적립기금은 제외

1) 기금 금액 기준(15점)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 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제외

배점

조정

2) 기금 수 기준(10점)

- 기금 수가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구간별 강제 할당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6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적립기금은 제외

2) 기금 수 기준(20점)

- 기금 수가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구간별 강제 할당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2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8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6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14 4개 46개

상위 80%∼상위 100% 12 3개 45개

*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

기금은 제외

배점

조정

일몰제 
적용률
(15점)

일몰제 적용 기금 수
 ×100(%)

전체 기금 수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6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일몰제 적용 기금 수
 ×100(%)

전체 기금 수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6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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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14년(2013년 실적) 분석지표 2015년(2014년 실적) 분석지표 비고

채권
관리 

적정성
(15점)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
×100(%)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액
×100(%)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동일

타회계
의존율
(5점)

100-
타회계 전입금

×100(%)
기금 수입결산 총액

100-
타회계 전입금

×10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동일

위원회
운  영  
적정성
(15점)

100점∼60점 
(1개 항목 이행시마다 10점씩 차등 배점)

100점∼60점 
(1개 항목 이행시마다 10점씩 차등 배점)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0점” 처리<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

변경

통합
관리
기금 

활용율
*(15점)

○ 광역자치단체

1) 통합관리기금 조성률(7.5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100(%)

기금 조성 총액

2) 통합관리기금 활용률(7.5점)

통합관리기금 활용액

×100(%)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 조성률 및 활용률을 계산하여 점수

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상위 20% 이상 7.5 3개

상위 20%∼상위 40% 6.5 4개

상위 40%∼상위 60% 5.5 3개

상위 60%∼상위 80% 4.5 3개

상위 80%∼상위 100% 3.5 3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 가점으로 신설
제외

○ 기초자치단체 : 기본점수(7점) + 통

합관리기금 조성률(4점) + 통합관리

기금 활용률(4점) ※ p15 참조

* 단,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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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14년(2013년 실적) 분석지표 2015년(2014년 실적) 분석지표 비고

계획 
대비 
기금 

집행율
(10점)

기금 지출액
×100(%)

당초 계획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100% 10

 80%∼100%, 100%∼120% 9

60%∼80%, 120%∼140% 8

40%∼60%, 140%∼160% 7

40% 미만, 160% 초과 6

※ 구간별 강제 할당

기금 지출액
×100(%)

당초 계획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100% 10

 80%∼100%, 100%∼120% 9

60%∼80%, 120%∼140% 8

40%∼60%, 140%∼160% 7

40% 미만, 160% 초과 6

※ 구간별 강제 할당

동일

경상적 
경비 
비율
(5점)

100-
경상적 경비

×100(%)
기금 총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100-
경상적 경비

×100(%)
기금 총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동일

가점
(4점)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3점)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3점)

○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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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5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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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평

○ 기금 정비(50점)

- 기금 정비율(기금 수 및 금액)은 개선*되고 있으며, 일몰제 적용률 

또한 전년보다 8.0%p 증가하였음 

* 기금 수는 ‘11년까지 증가(’07년 2,229개→‘11년 2,409개)하다 ’12년부터

감소(‘13년말 2,384개)하였으나, ’14년 소폭 증가(2,387개)

○ 기금운용의 건전성(35점)

- 채권관리 적정성(채권 미회수율 3.1% ⇒ 7.3%), 위원회 운영 적정성(평가

점수 12.1 ⇒ 10.0)은 악화되었으나 타회계 의존율은 개선(4.9% ⇒ 4.8%)

○ 기금운용의 효율성(15점)

- 계획대비 집행률(8.3점⇒ 8.4점)과 경상적 경비비율(3.3% ⇒ 2.2%)은

개선

분 야 지표 항목
개선 
방향

회계연도
비고

‘13년 ‘14년

기금 
정비

(50점)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10점) ↓ 4.0% 3.4% 개선

기금 수 기준(10점) ↓ 2,384개 2,387개 악화

일몰제 적용률(15점) ↑ 65.6% 73.6% 개선

기금 
운용의
건전성
(3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 미회수율
3.1%

미회수율
7.3%

악화

타회계 의존율(5점) ↓ 4.9% 4.8% 개선

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 12.1 10.0 악화

기금 
운용의
효율성
(15점)

계획대비 집행률(10점) ↑ 8.3 8.4 개선

경상적 경비 비율(5점) ↓ 3.3% 2.2% 개선

※ 기금 폐지, 유사기금을 통합한 자치단체에 가점(3점) 부여(광역 2개, 기초 19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 부여(광역 11개, 기초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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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분석결과

1  기금 정비(50점)

○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217조 7,037억원, 기금 총액*은 7조 4,257억원

으로 기금 비율은 7%, 자치단체 당 광역 10.6개, 기초 5.9개 기금 운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적립기금은 제외

○ 일몰제 적용률은 전년보다 8%p 증가하였으나, 향후 법정의무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해 일몰제 규정 적용 필요

①-1 기금 정비율(금액 기준, 10점)

불필요한 기금 억제를 위한 지표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총 217조 7,037억원, 분석

대상 기금 총액은 7조 4,257억원,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7.0%임

- (광역)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84조 4,902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

(E)은 3조 7,795억원으로 비율은 4.5%로 기초(3.6%)보다 높음

- (기초)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93조 5,053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

(E)은 3조 3,816억원으로 비율은 3.6%임 

(단위 : 억원)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관리
기금(E)

분석 
기금

(F=A-B-

C-D-E)

비율
(F/A)

광역  997,930 103,853 24,520 861 39,502 38,969 3.9%

기초 1,179,107 61,309 12,601 182 13,238 35,288 3.0%

합계 2,177,037 165,162 37,121 1,043 52,740 74,25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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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비율 분포현황 》

구분 합계 3% 미만 3%∼4% 4%∼6% 6% 초과

광역 17개 4개 9개 2개 2개

기초 226개 164개 19개 18개 25개

합계 243개 168개 28개 20개 27개

①-2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10점)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비교하여 기금 수가 적은 자치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제외)

○ 전국 총 기금 수는 2,387*개, 법정의무기금 수는 7616개, 감채적립

기금 수는 35개, 통합관리 기금수는 85개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506개임

* 총 2,394개(최종계획 기준) 중 ‘13년도에 10개(광역 2개, 기초 8개)가 폐지

** 분석기금 수(E) = 모든기금수(A) - 법정의무기금(B) - 감채적립기금(C) - 통합관리기금(D)

(수 : 개, 금액 : 억원)

구분
기금 수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전체(A) 평균 전체 평균

광역 277 16.3 69 12 16 180 10.6 

기초 2,110 9.3 692 23 69 1,326 5.9 

합계 2,387 9.8 761 35 85 1,506 6.2 

【자치단체 분포 현황】

구분 합계 9개 이하 10∼11개 12∼14개 15개 이상

광역 17개 4개 9개 2개 2개

구분 합계 4개 이하 5∼7개 8∼10개 11개 초과

기초 226개 164개 19개 18개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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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몰제 적용률(15점)

평가대상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기금 수(법정의무기금 제외)를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폐지를 유인하는 지표로 일몰제 적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 자치단체의 일몰제 규정을 둔 기금 수(A)는 1,213개, 분석대상 

기금 수(B)는 1,615개로 일몰제 적용률(A/B×100)은 75.1%임

- (광역) 일몰제 적용기금 수는 153개, 분석대상 기금 수는 208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73.6%%로 일몰제를 규정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

- (기초) 일몰제 적용기금 수 1,060개, 분석대상 기금 수 1,407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75.3%로 광역(73.6%)보다 높은 수준

○ ‘13년보다 159개 기금이 추가로 일몰제 규정을 두어 9.5%p 증가

(단위 : 개)

회계

연도
구분

일몰제 적용
기금 수(A)

분석대상 
기금 수(B)

일몰제 적용률
(A/B)*100

점수 
평균

‘14년

광역 153 208 73.6% 11.9

기초 1,060 1,407 75.3% 12

전국 1,213 1,615 75.1% 12

‘13년

광역 145 201 72.1% 11.5

기초 909 1,405 64.7% 8.3

전국 1,054 1,606 65.6% 8.5

【자치단체 분포 현황】

구분 합계 30% 미만 30%∼70% 70%∼100% 100%

합계 243개 43개 38개 30개 132개

광역 17개 2개 5개 1개 9개

기초 226개 41개 33개 29개 1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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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 타회계 의존율은 개선(4.9% ⇒ 4.8%)되었으나 채권관리 적정성(채권

미회수율 3.1% ⇒ 7.3%),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12.1점 ⇒ 10.0점)는

악화되어 개선 필요

①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 미수채권 총액(A)은 654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B)은 8,968억원

으로 미수채권의 비율(A/B×100)은 7.3%임 

(단위 : 억원)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

평균 최고 최저

전국 654 8,968 7.3% - -

광역 346 7,644 4.5% 세종 81.4% 부산 등 6개 0%

기초 308 1,324 23.3%
서울 성동구 

등 100%

광주 남구 등 

122개 0%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 (미수 채권이 없는 기금) 광역 42개(5,657억), 기초 72개(758억)

○ (미수 채권율이 100%인 기금) 광역 4개(12억), 기초 13개(27억)

(단위 : 억원)

구분 기금 수
미수 채권율 0% 미수 채권율 100%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광역 61 42 5,657 4* 12

기초 199 72 758 13 27

합계 260 114 6,415 17 39

* 농어촌진흥기금(인천, 0.6억), 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생활안정기금(세종,

0.9억), 사회복지기금 (강원, 0.2억),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 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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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5점)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 유도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A)은 12조 483억원, 타회계 

전입금(B)은 52,293억원, 타회계 의존율(A/B*100)은 4.8%임

○ ‘13년도(4.9%)보다 타회계 의존율(4.8%)이 0.1%p 낮아 지표 향상 

(단위 : 억원)

회계
연도

구분　
기금수입 

결산총액(A)

타회계 
전입금(B)

타회계 
의존율(%)

비고

최고 최저

‘14년

광역 71,602 3,412 4.8%
대구 

21.7%
경기 0.1%

기초 48,881 2,626 5.4%
영양군 

59.9%

대전 서구 등 

40개 0%

합계 120,483 52,293 4.8% - -

‘13년

광역 73,153 3,816 5.2%
세종 

54.8%

인천

0.10%

기초 50,387 2,297 4.6%
강화군

62.2%

안양 등 

39개 0%

합계 123,539 6,114 4.9% - -

【자치단체 분포 현황】

구분 합계 1% 미만 1%∼2% 2%∼6% 6% 이상

광역 17개
5개 1개 5개 6개

인천, 대전 등 충북 울산, 경북 등 제주, 전남 등

※ 대구(21.7%)는 타회계 의존율이 20% 이상으로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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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전국) 총 2,379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264개(53%),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1,918개(81%),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699개(29%), ④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127개(47%)임

○ 위원회 구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개최 회수 및 실제 참석률은 저조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①　 ②　 ③　 ④　

합계 2,379
1,264

(53%)

1,918

(81%)

699

(29%)

1,127

(47%)
10.0

광역 276
199

(72%)

249

(90%)

103

(37%)

142

(51%)
11.8

기초 2,103
1,065

(51%)

1,669

(79%)

596

(28%)

985

(47%)
9.9

【기금별 점수 분포 현황】

구분
분석 대상 기금 평균

점수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합계 2,379
393

(17%)

513

(22%)

649

(27%)

363

(15%)

461

(19%)
10.0

광역 276
77

(28%)

66

(24%)

65

(24%)

41

(15%)

27

(10%)
11.8

기초 2,103
316

(15%)

447

(21%)

584

(28%)

322

(15%)

434

(2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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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 운용의 효율성(30점)

○ 계획대비 집행률(8.3점⇒ 8.4점)과 경상적 경비비율*(3.3% ⇒ 2.2%)

개선

* 기금 지출액은 414억 감소(2조 2,530억 ⇒ 2조 2,116억 )한 반면, 경상

경비는 252억 감소(742억 ⇒ 490억,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부산 197억))

①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당초 계획 대비 기금 집행액의 근접도를 평가하여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지표   * 기금별로 근접도 평가

○ 기금 집행액(A)은 총 1조 9,104억원, 당초계획 사업비(B)는 2조 

3,917억원, 집행률(A/B×100)은 79.9%임 

○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857억원을 집행,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20

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구분
기금 집행액

(A)　
당초 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평균 
집행액

점수 
평균

광역 14,562  17,813 81.7% 857 8.2

기초 4,542  6,104 74.4% 20 8.4

합계 19,104 23,917 79.9% 79 8.4

  ≪광역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전북(8.9점), 대전(8.7점),

경기(8.7점) 등 5개 자치단체는 8.5점 이상으로 계획에 충실하나,

○ 서울(7.5점), 전남(7.6점), 세종(7.7점) 등 7개 자치단체는 8점 미만

으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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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대전 서구,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등 4개 자치단체는 10점으로 계획대로 

집행함

○ 부산 강서구(6.3점), 광주 동구(6.8점), 전북 고창군(7.0점) 등 5개 

자치단체는 7점 이하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②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

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제외

○ 경상적 경비(A)는 총 490억원, 기금 지출액(B)은 총 2조 2116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A/B×100)은 2.2%임

(단위 : 억원)

구분
경상적 경비

(A)

기금 지출액
(B)

경상적 경비비율(%)

(A/B)*100

기금 
수

점수 
평균

광역 320 16,006 2.0% 214 4.8

기초 170 6,110 2.8% 1,608 4.6

합계 490 22,116 2.2% 1,822 4.6

○ 부산(14.4%), 광주(11.7%), 대전(2.1%) 3개 자치단체는 경상적 경비

비율이 2% 이상으로 경상경비 감축 검토 필요

【기금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0% 0.1%∼0.5% 0.5%∼3% 3∼10% 10∼100% 100%

광역 214 153 13 19 13 14 2

기초 1,608 1,213 34 51 48 208 54

합계 1,822 1,366 47 70 61 22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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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별 분석≫

○ 광역자치단체의 경상적 경비 비율 10% 이상(13개*) 및 기초자치

단체의 경상적 경비 비율 100%(39개)는 개선 필요

* 감채기금(서울), 체육진흥기금(부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부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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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단체 선정 결과

□ 우수기관 선정 포상(장관상)

○ 종합 점수를 단체 유형별 기준으로 총 24개 자치단체 선정  

- 광역 4개(특․광역시 2, 도 2) / 기초 20개(시 5, 군 8, 자치구 7)

단체유형 우수 단체(점수)

계(24) 광역시 2, 도 2 / 시 5, 군 8, 자치구 7

광역시(2) 울산(97.05), 대전(95.30)

도 (2) 경기(89.06), 전남(88.57)

시 (5)
광양시(100.72), 순천시(94.31), 공주시(94.03), 사천시(90.38),

계룡시(90.27)

군 (8)
보성군(98.87), 강화군(96.44), 태안군(95.42), 강진군(94.38)

영원군(93.57), 함양군(92.28), 고령군(92.23), 장성군(90.14)

자치구 (7)

부산 서구(95.24), 부산 남구(94.37), 대구 달서구(94.15)

부산 금정구(93.28), 대구 동구(92.00), 대구 북구(91.69)

부산 강서구(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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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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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 정비

< 기금 정비(50점) >

기금 정비율(금액) 15점, 기금 정비율(기금 수) 20점, 일몰제 적용률 15점

-1 기금 정비율(금액 기준, 15점)

불필요한 기금 억제를 위한 지표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총 217조 7,037억원, 분석

대상 기금 총액은 7조 4,257억원, 일반회계 대비 기금 비율은 7.0%임

* 분석기금 총액(E) = 기금총액(A) - 법정의무기금(B) - 감채적립기금(C) - 통합관리기금(D)

- (광역)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84조 4,902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

(E)은 3조 7,795억원으로 비율은 4.5%로 기초(3.6%)보다 높음

- (기초)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93조 5,053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

(E)은 3조 3,816억원으로 비율은 3.6%임 

(단위 : 억원)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관리
기금(E)

분석 
기금

(F=A-B-

C-D-E)

비율
(F/A)

광역 997,930 103,853 24,520 861 39,502 38,969 3.9%

기초 1,179,107 61,309 12,601 182 13,238 35,288 3.0%

합계 2,177,037 165,162 37,121 1,043 52,740 74,25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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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총액 비율

- 3% 미만 자치단체 168개, 6% 초과 자치단체 27개

구분 합계 3% 미만 3%∼4% 4%∼6% 6% 초과

합계 243개 168개 28개 20개 27개

광역 17개
4개 9개 2개 2개

광주, 제주 등 서울, 경남 등 부산, 전북 강원, 경북

기초 226개
164개 19개 18개 25개

계룡시,

고성군 등
부산 사상구,

포천시 등
부산 연제구,

양평군 등
과천시,

인천 동구 등

 ≪광역자치단체≫

○ 광주(1.0%), 제주(1.8%) 등 4개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총액 비율이 3% 이하로 기금비율이 낮으며,

○ 강원은 4,195억원(10.3%), 경북은 4,551억원(6.8%)로 기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억원)

단체
일반회계 
수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총액

(B)

비율
(B/A)

단체
일반회계 
수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총액

(B)

비율
(B/A)

광주 35,257  354 1.00% 충북 34,656 1,158 3.34%

제주 35,175  637 1.81% 대구 51,174 1,723 3.37%

대전 31,253  803 2.57% 인천 51,545 1,850 3.59%

세종 9,262   274 2.96% 경남 66,690 2,591 3.89%

서울 176,571 5,396 3.06% 부산 74,866 3,972 5.31%

울산 24,434  784 3.21% 전북 45,457 2,421 5.33%

경기 150,928 4,845 3.21% 경북 67,050 4,551 6.79%

충남 46,871 1,548 3.30% 강원 40,560 4,195 10.34%

전남 56,182 1,866 3.32% 합계 997,930 3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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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 대구 달서구(0.08%), 경북 의성군(0.08%), 대구 북구(0.13%) 등 

163개 자치단체는 3% 미만으로 기금 비율이 낮으며,

○ 과천시(32.6%), 서초구(31.5%), 강남구(31.4%), 종로구(23.3%)

등 13개 자치단체는 기금 비율이 10% 이상

(단위 : 억원)

순위 지자체
일반회계

수입총액(A)

기금 총액
(B)

정비율
(A/B)×100

점수

1 충남 태안군 4,006 - 0.00% 15.00 

2 경남 고성군 4,455  0.00% 15.00 

3 대구 달서구 5,466 5 0.08% 15.00 

4 경북 의성군 5,102 4 0.08% 15.00 

5 대구 북구 4,660 6 0.14% 15.00 

ː ː ː ː ː ː

46 인천 계양구 3,546 28 0.78% 13.00 

47 강원 삼척시 5,031 41 0.81% 13.00 

ː ː ː ː ː ː

92 경남 합천군 5,211 73 1.40% 11.00 

93 충남 보령시 5,875 85 1.44% 11.00 

ː ː ː ː ː ː

223 서울 종로구 3,355 782 23.32% 7.00 

224 서울 강남구 6,749 2,120 31.41% 7.00 

225 서울 서초구 4,173 1,313 31.45% 7.00 

226 경기 과천시 2,318 755 32.55% 7.00 



- 25 -

-2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20점)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비교하여 기금 수가 적은 자치단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제외)

○ 전국 총 기금 수는 2,387개*, 법정의무기금 수는 761개, 감채적립기금 

수는 35개, 통합관리기금 수는 85개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506개임

* 총 2,394개(최종계획 기준) 중 ‘13년도에 10개(광역 2개, 기초 8개)가 폐지

** 분석기금 수(D) = 모든 기금 수(A) - 법정의무기금(B) - 감채적립기금(C)

- 감채적립기금(C)

- (광역) 총 기금 수 276개 중 법정의무기금(6개)과 감채적립기금

(12개), 통합관리기금(16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80개임(평균 10.6개)

- (기초) 총 기금 수 2,110개 중 법정의무기금(692개)과 감채적립

기금(23개), 통합관리기금(69개)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

는 1,326개임(평균 5.9개)

○ 불필요한 기금폐지 측면에서 기초 자치단체가 평균 5.9개의 기금

을 운용하고 있어 광역 자치단체(평균 10.6개)보다 양호

(단위 : 개)

구분
기금 수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전체(A) 평균 전체 평균

광역 277 16.3 69 12 16 180 10.6

기초 2,110 9.3 692 23 69 1,326 5.9

합계 2,387 9.8 761 35 85 1,50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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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9개 이하 10∼11개 12∼14개 15개 이상

광역 17개
8개 4개 3개 2개

울산, 인천 등 경기, 충북 등 대구, 경북 등 강원, 경남

구분 합계 4개 이하 5∼7개 8∼10개 11개 초과

기초 226

80개 83개 50개 13개

태안군,

고성군 등
부산 동구,

장수군 등 
서울 구로구,

동해시 등

성남시,

서울 강남구 등

 ≪광역자치단체≫

○ 울산(5개), 인천(7개), 광주(8개) 등 9개 지자체는 분석기금 수가 

10개 이하로 우수하며,

○ 경남(16개), 강원(16개)은 15개 이상으로 기금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단위 : 개)

단체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점수 단체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점수

울산 12 5 20 충북 15 11 16 

인천 14 7 20 전남 16 11 16 

광주 16 8 20 제주 19 10 16 

서울 14 9 18 부산 22 14 14 

대전 16 9 18 대구 19 12 14 

세종 13 9 18 경북 18 14 14 

충남 14 9 18 강원 19 16 12 

전북 13 9 18 경남 20 16 12 

경기 17 11 16 합계 277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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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 충남 태안군(0개), 경남 고성군(0개) 등 73개 지자체는 4개 이하

이며, 청주시(14개), 강남구(13개) 등 35개 지자체는 10개 이상임

(단위 : 개)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C)

분석
기금 수

(A-B-C-D)

점수

충남 태안군 3 2 0 1 0 20 

경남 고성군 2 2 0 0 0 20 

부산 남구 4 3 0 0 1 20 

부산 강서구 4 3 0 0 1 20 

대구 동구 3 2 0 0 1 20 

ː ː ː ː   ː ː

인천 연수구 6 3 0 0 3 20 

인천 강화군 6 3 0 0 3 20 

ː ː ː ː   ː ː

부산 동래구 8 3 0 1 4 18 

부산 북구 7 3 0 0 4 18 

ː ː ː ː   ː ː

울산 남구 7 2 0 0 5 18 

강원 삼척시 8 3 0 0 5 18 

ː ː ː ː   ː ː

강원 양양군 12 3 1 1 7 14 

충북 진천군 9 2 0 0 7 14 

ː ː ː ː   ː ː

충북 제천시 16 4 0 0 12 12 

서울 강남구 16 3 0 0 13 12 

합계 2,110 692 23 6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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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제 적용률(15점)

평가대상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기금 수(법정의무기금 제외)를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폐지를 유인하는 지표로 일몰제 적용률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 자치단체의 일몰제 규정을 둔 기금 수(A)는 1,213개, 분석대상 

기금 수(B)는 1,615개로 일몰제 적용률(A/B×100)은 75.1%임

- (광역) 일몰제 적용기금 수는 153개, 분석대상 기금 수는 208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73.6%로 기초(75.3%)보다 낮은 수준임

- (기초) 일몰제 적용기금 수 1,060개, 분석대상 기금 수 1,407개로 

일몰제 적용률은 75.3%임

○ ‘13년보다 159개 기금(광역 8개, 기초 151개)이 추가로 일몰제 

규정을 두어 전국 기준으로 9.5%p가 증가하였음

- 다만, 일부 기금은 일몰제 적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광역 

26.4%, 기초 24.7%) 향후 조례 개정 필요

(단위 : 개)

회계

연도
구분

일몰제 적용
기금 수(A)

분석대상 기금 
수(B)

일몰제 적용률
(A/B)*100

‘14년

광역 153 208 73.6 

기초 1,060 1,407 75.3 

전국 1,213 1,615 75.1 

‘13년

광역 145 201 72.1%

기초 909 1,405 64.7%

전국 1,054 1,606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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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분포 현황】

구분 합계 30% 미만 30%∼70% 70%∼100% 100%

합계 243개 43개 38개 30개 132개

광역 17개 2개 5개 1개 9개

기초 226개 41개* 33개 29개 123개

* 일몰제 적용률이 0%인 기초 자치단체는 23개

≪광역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 등 9개 자치단체는 일몰제를 100%

적용하고 있음

○ 경남은 16개 기금 중 일몰제 규정을 둔 기금이 1개만 있어 5.9%로 

가장 낮으며, 충남(27.3%), 강원(41.2%), 제주(41.7%) 등도 조례 

개정이 필요

단체명
일몰제 
기금 수

분석대상 
기금 수

일몰제 
비율

단체명
일몰제 
기금 수

분석대상 
기금 수

일몰제 
비율

경남 1 17 5.9% 부산 16 16 100%

충남 3 11 27.3% 대구 14 14 100%

강원 7 17 41.2% 대전 11 11 100%

제주 5 12 41.7% 울산 7 7 100%

광주 5 10 50.0% 세종 9 9 100%

인천 5 9 55.6% 경기 13 13 100%

충북 9 13 69.2% 전남 13 13 100%

전북 9 10 90.0% 경북 15 15 100%

서울 11 11 100% 합계 55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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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 서울 종로구, 경기 수원시, 충북 충주시 등 총 86개 시군구가 100%

일몰제 적용 조례를 두고 있어 기금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시, 전북 정읍시 등 32개 시군구는 일몰제 

적용 조례를 두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 필요

연번 지자체
일몰제 적용 
기금 수(A)

전체 기금 수 
(B)

적용률
(B/A)*100

평가점수

1 서울 종로구 9 9 100% 15

2 대구 서구 4 4 100% 15

3 경남 창녕군 5 5 100% 15

ː ː ː ː ː ː

224 인천 계양구 0 1 0% 7

225 전남 장흥군 0 2 0% 7

226 경북 영덕군 0 4 0% 7

 ※ 일몰제 적용율이 0%인 기초 자치단체(23개)

연번 지자체
일몰제 적용 
기금수(A)

전체 기금수
(B)

(B/A)*100 평가점수

1 서울 강동구 0 11 0.00  7

2 인천 계양구 0 1 0.00 7

3 광주 동구 0 4 0.00 7

4 울산 동구 0 4 0.00 7

5 경기 김포시 0 3 0.00 7

6 강원 태백시 0 6 0.00 7

ː ː ː ː ː ː

21 경북 예천군 0 3 0.00  7

22 경북 울릉군 0 3 0.00 7

23 경남 의령군 0 6 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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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 운용의 건전성

<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

채권관리의 적정성(15점),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 미수채권 총액(A)은 654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B)은 8,968억

원으로 미수채권의 비율(A/B×100)은 7.3%임 

- (광역) 미수채권 총액 346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 7,644억원

으로 미수 채권율은 4.5%로 낮음

- (기초) 미수채권 총액 308억원, 기한 도래된 채권총액 1,324억원

으로 미수 채권율은 23.3%로 광역보다 높음 

(단위 : 억원)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 도래된
채권 총액(B)

미회수율(%)

평균 최고 최저

전국 654 8,968 7.3% - -

광역 346 7,644 4.5% 세종 81.4%
부산 등 
6개 0%

기초 308 1,324 23.3%
인천 동구 등 

7개 100%

광주 남구 등 
122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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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 (미수 채권이 없는 기금) 광역 61개(5,657억), 기초 72개(758억)

○ (미수 채권율이 100%인 기금) 광역 4개(12억), 기초 17개(39억)

(단위 : 억원)

구분 기금 수
미수 채권율 0% 미수 채권율 100%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광역 61 42 5,657 4* 12

기초 199 72 758 13 27

합계 260 114 6,415 17 39

* 인천 농어촌진흥기금(0.6억), 세종 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생활안정기금

기금(9.2억),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1.7억), 강원 사회복지기금(0.2억)

≪광역자치단체≫

○ 부산, 대구, 경기 등 7개 자치단체는 미수채권이 없으며, 경북,

강원 2개 자치단체는 미회수 채권율이 1% 이하임

○ 세종(81.1%), 충남(70%), 인천(55%) 등 4개 자치단체는 미회수율이

30% 이상으로 높으며, 서울의 미회수액은 300억원으로 최고

단체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
회수율

단체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
회수율

부산 0.0 207 0.00% 경남 1.5 610 0.25%

대구 0.0 9 0.00% 전남 4.3 139 3.09%

대전 0.0 478 0.00% 광주 1.6 16 10.00%

울산 0.0 7 0.00% 서울 300.1 1,936 15.50%

경기 0.0 3,193 0.00% 제주 4.0 11 36.36%

전북 0.0 5 0.00% 인천 1.1 2 55.00%

충북 0.0 186 0.00% 충남 2.8 4 70.00%

경북 0.2 489 0.04% 세종 30.0 37 81.08%

강원 0.2 315 0.06% 합계 346 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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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채권 기금별 분석】

 ≪광역자치단체≫

○ 미회수율 10% 이상인 기금은 총 15개(345.2억원)

- 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생활안정기금(9.2억, 세종), 여성발전

복지기금(2.7억, 충남) 등 7개 기금은 미회수율이 100%에 해당

- 식품진흥기금(1억, 경남), 농업발전기금(19억, 제주), 사회복지기금

(43억, 서울)은 음식점 시설개선, 농지 구입비, 가축입식, 소상인 

융자금 등으로 미회수

(단위 : 억원)

단체명 기금명
미수채권 

총액 (A)

기한 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A/B*100)

인천 농어촌진흥기금 0.6 0.6 100.0%

세종
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생활안정기금
9.2 9.2 100.0%

강원 사회복지기금 0.2 0.2 100.0%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7 1.7 100.0%

충남 여성발전복지기금 2.7 2.7 100.0%

인천 사회복지기금 0.5 0.5 100.0%

세종 자활기금 1.9 1.9 100.0%

제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3 3.0 76.7%

제주 농업발전기금 18.9 25.7 73.5%

서울 사회복지기금 42.9 76.2 56.3%

경남 자활기금 0.4 0.9 44.4%

광주 사회복지기금 1.2 3.0 40.0%

서울 재정투융자기금 257.3 1777.3 14.5%

전남 농어촌진흥기금 4.3 35.9 12.0%

경남 식품진흥기금 1.1 11.0 10.0%

합 계 345.2 1949.8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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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 미회수율 90% 이상 기금(주로 사회복지기금)은 총 50개(119억원)

(단위 : 백만원)

광역 기금명
미수채권

(A)

기한도래 
채권(B)

미회수율
(A/B*100)

서울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3 3.3 100.0%

서울 성북구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70.1 70.1 100.0%

서울 송파구 식품진흥기금 19.2 19.2 100.0%

인천 동구 사회복지기금 10.4 10.4 100.0%

인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37.5 37.5 100.0%

광주 남구 사회복지기금 13.4 13.4 100.0%

경기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372.8 372.8 100.0%

충남 당진시 기초생활보장기금 280.1 280.1 100.0%

ː ː ː ː ː

전북 남원시 자활기금 685.9 743.4 92.3%

전북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109.9 119.5 92.0%

충북 충주시 자활기금 181.2 197 92.0%

인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43.2 47.3 91.4%

경기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275.5 301.6 91.3%

전북 진안군 자활기금 77 84.3 91.3%

전북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182.4 199.9 91.2%

경남 통영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717.4 792.9 90.5%

전북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925.2 1025.8 90.2%

합 계 16534.1 17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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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5점)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 유도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A)은 12조 483억원, 타회계 

전입금(B)은 5조 2,293억원, 타회계 의존율(A/B*100)은 4.8%임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 7조 1,602억원, 타회계 전입금 3,412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4.8%임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 4조 8,881억원, 타회계 전입금 2,626억원,

타회계 의존율은 5.4%로 광역(4.8%)보다 높음

○ ‘13년도(4.9%) 보다 타회계 의존율(4.8%)이 0.1%p 낮아 안정적인 

기금 수입 측면에서 향상 

(단위 : 억원)

회계
연도

구분　
기금수입 

결산총액(A)

타회계 
전입금(B)

타회계 
의존율(%)

최고 최저

‘14년

광역 71,602 3,412 4.8%
대구 

21.7%

경기

0.10%

기초 48,881 2,626 5.4%
영양군

59.9%

대전 서구 

등 39개 0%

합계 120,483 52,293 4.8% - -

‘13년

광역 73,153 3,816 5.2%
세종 

54.8%

인천

0.10%

기초 50,387 2,297 4.6%
강화군

62.2%

안양 등 

39개 0%

합계 123,539 6,114 4.9% - -



- 36 -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1% 미만 1%∼2% 2%∼6% 6% 이상

광역 17개
5개 1개 5개 6개

인천, 대전 등 충북 울산, 경북 등 제주,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 경기(0.07%), 인천(0.08%) 등 5개 자치단체는 타회계 의존율이 

1% 미만임

○ 대구(21.7%), 제주(18.5%), 세종(15.6%) 등 4개 자치단체*는 타회계 

의존율이 10% 이상으로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구) 316억 중 청사건립기금 200억원, (제주) 628억 중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90억원, (부산) 799억 중 투자진흥기금 270억, (세종) 47억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29.6억

(단위 : 억원)

광역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광역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경기 6 9,015 0.07% 경북  261 6,228 4.19%

인천 3 3,781 0.08% 광주 12 259 4.43%

대전 8 3,571 0.21% 전남 214 3,027 7.08%

충남 7 1,690 0.39% 전북 240 2,877 8.34%

강원 54 5,736 0.94% 부산 799 7,112 11.23%

충북 18 1,402 1.26% 세종 47 301 15.61%

경남 86 2,625 3.28% 제주 628 3,395 18.48%

서울 670 18,040 3.71% 대구  316 1,456 21.71%

울산 44 1,088 4.08% 합계 3,412 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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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별 분석 : 타회계 전입금】

○ (광역)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총 6개)은 대구의 청사

건립기금(200억), 제주의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79억) 등 총 306억

○ (기초) 타회계 의존율이 100%인 기금은 평생학습관건립기금(부산 

수영구, 45억),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충북 제천시, 47억) 등 17개로 

총 155억

  ※ 전입금 95% 이상인 광역 자치단체(6개)
(단위 : 억원)

광역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의존율(%)

A/B×100

세종 문화예술진흥기금 5.0 5.0 100.0%

강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10.0 10.0 100.0%

제주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79.0 79.1 99.9%

대구 청사건립기금 200.0 206.8 96.7%

경북 포플라장학기금 4.0 4.1 97.6%

충북 남북교류협력기금 3.0 3.1 96.8%

  ※ 전입금 100%인 기초 자치단체(17개)
(단위 : 백만원)

기초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의존율
A/B*100

부산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4,500 4,500 100%

인천 동구 성평등기금 100 100 100%

대전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500 500 100%

경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69 269 100%

경기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300 300 100%

충북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60 60 100%

충북 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691 4,691 100%

충북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0 500 100%

ː ː ː ː ː

합계 15,485 1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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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전국) 총 2,379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264(53%),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1,918개(81%),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699개(29%), ④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127개(47%)임

- (광역) 총 276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99개,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249개,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103개, ④ 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142개로 평균 점수는 11.8임

- (기초) 총 2,103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065개, ②

민간전문가 30% 이상은 1,669개, ③ 소집회의 연 2회 이상 개최는

596개, ④ 위원 참석율 70% 이상은 985개로 평균 점수는 9.9임

구분
기금 수

(개)

평가 항목　 평균
점수①　 ②　 ③　 ④　

합계 2,379
1,264

(53%)

1,918

(81%)

699

(29%)

1,127

(47%)
10.0

광역 276
199

(72%)

249

(90%)

103

(37%)

142

(51%)
11.8

기초 2,103
1,065

(51%)

1,669

(79%)

596

(28%)

985

(47%)
9.9



- 39 -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구분
분석 대상 기금 평균

점수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합계 2,379
393

(17%)

513

(22%)

649

(27%)

363

(15%)

461

(19%)
10.0

광역 276
77

(28%)

66

(24%)

65

(24%)

41

(15%)

27

(10%)
11.8

기초 2,103
316

(15%)

447

(21%)

584

(28%)

322

(15%)

434

(21%)
9.9

○ 전남(15.0), 부산(14.8), 대전(13.4) 등 3개 자치단체는 우수하며,

강원(9.7), 광주(10.2), 경북(10.3) 등 9개 자치단체는 평균(11.8)

이하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도
기금
수

평가항목별 기금 수　 평가
점수①　 ②　 ③　 ④　

전남 16 16 16 16 16 15.0 

부산 22 22 22 20 21 14.8 

대전 16 16 16 3 12 13.4 

전북 13 11 12 7 12 12.9 

울산 12 12 12 3 4 12.9 

대구 19 15 16 8 10 12.6 

제주 19 18 18 5 7 12.3 

충남 14 10 13 3 8 12.0 

충북 15 10 14 5 5 11.6 

세종 13 10 11 2 6 10.9 

경기 17 11 14 5 8 10.5 

경남 19 0 19 0 0 10.5 

서울 14 6 11 8 6 10.3 

인천 14 8 12 3 3 10.3 

경북 18 12 14 4 9 10.3 

광주 16 12 12 7 9 10.2 

강원 19 10 15 4 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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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기금별 분석】

○ (광역) 총 276개 기금 중 16개가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흡하므로 

위원회 운영 개선 조치 필요

○ (기초) 총 2,103개 기금 중 283개가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흡하

므로 조례 개정 등 위원회 운영 개선 조치가 필요

구 분 전체 기금 수 우수 기금 수 미흡 기금 수 미흡기금 비율

광역 276 77 16 5.8%

기초 2,103 316 283 13.5%

합계 2,379 393 299 12.6%

  ※ 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기금 : 총 299개

단체명 기금명 ①　 ②　 ③　 ④　
점수
(100)

서울 본청 식품진흥기금 N N N N 60

서울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N N N N 60

대구 서구 자활기금 N N N N 60

인천 부평구 성평등기금 N N N N 60

광주 남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경기 이천시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N N N N 60

강원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충북 단양군 자활기금 N N N N 60

ː ː ː ː ː ː ː

전북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N N N N 60

전남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N N N N 60

경북 본청 통합관리기금 N N N N 60

경남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경남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N N N N 60

제주 본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N N N N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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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 운용의 효율성

< 기금 운용의 효율성(15점) >

계획대비 기금 집행율(10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당초 계획 대비 기금 집행액의 근접도를 평가하여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인하기 위한 지표   * 기금별로 근접도 평가

○ 기금 집행액(A)은 총 1조 9,104억원, 당초계획 사업비(B)는 2조 

3,917억원, 집행률(A/B×100)은 79%임 

- (광역) 기금 집행액 1조 4,562억원, 당초계획 사업비 1조 7,813억원

으로 전체금액 대비 집행률 81.7%

- (기초) 기금 집행액 4,542억원, 당초계획 사업비 6,104억원으로 

전체금액 대비 집행률은 74.4% 광역(81.7%)보다 낮음

○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857억원을 집행,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2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억원)

구분
기금 집행액

(A)　
당초 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평균 
집행액

점수 
평균

광역 14,562 17,813 81.7% 837 8.2

기초 4,542 6,104 74.4% 20 8.4

합계 19,104 23,917 79.9% 7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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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전북(8.9점), 대전(8.7점),

경기(8.7점) 등 5개 자치단체는 8.5점 이상으로 계획에 충실하나,

○ 서울(7.5점), 인천(7.8점), 전남(7.6점) 등 7개 자치단체는 8점 미만

으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자치단체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광역
기금

집행액
당초계획
사업비

평가
점수

광역
기금
집행액

당초계획
사업비

평가
점수

서울 3,651 3,968 7.54 강원 1,504 1,869 8.47 

부산 1,152 1,386 8.13 충북 410 554 7.70 

대구 127 164 8.54 충남 42 106 7.78 

인천 460 969 7.78 전북 130 167 8.88 

광주 45 87 8.10 전남 930 1,291 7.60 

대전 28 28 8.70 경북 508 789 8.25 

울산 89 90 8.57 경남 793 820 8.31 

세종 16 29 7.67 제주 671 734 7.92 

경기 4,004 4,762 8.69 합계 14,562 17,813 -

  

≪기초자치단체≫

○ 당초계획 대비 집행률이 우수한 단체는 대전 서구,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등 4개 자치단체는 10점으로 계획대로 

집행함

○ 광주 동구(6.8점), 부산 강서구(6.3점) 등 2개 자치단체는 7점 이하로

미흡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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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기초
기금
집행액

당초계획
사업비

평가
점수

기초
기금

집행액
당초계획
사업비

평가
점수

대전 

서구
182 182 10

대구 

동구
197 341 7.00 

충남 

공주시
50 50 10

광주 

남구
70 202 7.00 

전북 

완주군
83 83 10

전북 

고창군
593 1,182 7.00 

경북 

칠곡군
37 37 10

광주 

동구
76 216 6.80 

ː ː ː ː
부산 

강서구
85 113 6.33 

【계획대비 40% 미만, 160% 초과 집행한 기금】

○ 광역 자치단체 : 총 191개 기금 중 37개(19.8%)

- (과소 집행) 집행률이 40% 미만인 기금은 총 33개로, 남북교류

협력기금(6개), 투자진흥기금 등 주로 상황변화에 의존하는 기금

(단위 : 백만원)

지자체 기금명
기금

집행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부산 남북교류협력기금 0 1,005 0.0%

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1 0.0%

울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0 250 0.0%

세종 체육진흥기금 0 23 0.0%

세종 식품진흥기금 0 500 0.0%

세종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8 0.0%

경남 남북협력기금 0 1,500 0.0%

제주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0 0.0%

제주 옥외광고정비기금 0 340 0.0%

ː ː ː ː 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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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집행) 집행률이 160% 초과인 기금은 총 4개로, 투자진흥

기금(충북, 부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대전), 재정투융자기금

(서울)임  

(단위 : 백만원)

지자체 기금명
기금집행액

(A)

당초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충청 투자진흥기금 4,918 2,012 244%

대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81 150 321%

부산 투자진흥기금 2,040 120 1700%

서울 재정투융자기금 120,001 2 6000050%

○ 기초 자치단체 : 총 1,470개 기금 중 238개(14%)

- (과소 집행) 집행률이 40% 미만인 기금은 총 229개로, 자활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임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기금

집행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경기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0 12,000 0.0 

경기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9,076 0.0 

충남 천안시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0 5,504 0.0 

서울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0 2,753 0.0 

전북 정읍시 투자진흥기금 0 2,000 0.0 

충남 예산군 군신청사건립기금 0 1,000 0.0 

전남 순천시 투자진흥기금 0 873 0.0 

경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0 766 0.0 

경기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0 700 0.0 

ː ː ː ː 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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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집행) 집행률이 160% 초과인 기금은 총 40개로, 투자진흥

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함

단체명 기금명
기금

집행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집행률
(A/B)*100

경기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289 179 161.5%

ː ː ː ː ː

충남 청양군 애향장학기금 2,124 54 3,933.3%

경북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199 1 19,900.0%

서울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689 1 68,900.0%

합계 50,564 16,792 2,698.3 

 경상적 경비 비율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

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제외

○ 경상적 경비(A)는 총 490 , 기금 지출액(B)은 총 2조 2,116 , 경상적 

경비 비율(A/B×100)은 2.2%

- (광역) 경상적 경비는 320억원, 기금 지출액은 1조 6,006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은 2.0%임

- (기초) 경상적 경비는 170억원, 기금 지출액은 6,110억원, 경상적

경비 비율은 2.8%로 광역(2.0%)보다 높음

○ 경상적 경비 비율은 광역(2.0%), 기초 자치단체(2.8%) 모두 낮음

(단위 : 억원)

구분
경상적 경비

(A)

기금 지출액
(B)

경상적 경비비율(%)

(A/B)*100

기금 
수

점수 
평균

광역 320 16,006 2.0% 214 4.8

기초 170 6,110 2.8% 1,608 4.6

합계 490 22,116 2.2% 1,82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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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수 분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0% 0.1%∼0.5% 0.5%∼3% 3∼10% 10∼100% 100%

광역 214 153 13 19 13 14 2

기초 1,608 1,213 34 51 48 208 54

합계 1,822 1,366 47 70 61 222 56

 ≪광역자치단체≫ 

○ 세종, 강원, 충북, 전북 등 6개 자치단체는 경상적 경비 비율이 

0.1% 이하로 경상적 경비 지출이 매우 낮으며,

○ 부산(14.4%)*, 광주(11.7%), 대구(2.6%), 대전(2.1%) 4개 자치단체는

경상적 경비 비율이 2% 이상으로 경상경비 감축 검토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액 27,777억 중 경상경비 19,765억(71.2%) 지출

(단위 : 백만원)

지자체
경상적
경비(A)

기금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비고

서울 5,562 393,809 1.41%

부산 20,365 141,665 14.38% 최고

대구 346 13,184 2.62%

인천 225 48,187 0.47%

광주 537 4,575 11.74%

대전 119 5,563 2.14%

울산 137 11,604 1.18%

세종 0 2,420 0.00% 최하

경기 3,661 421,074 0.87%

강원 17 155,995 0.01%

충북 0 46,028 0.00% 최하

충남 85 10,780 0.79%

전북 1 18,043 0.01%

전남 77 98,197 0.08%

경북 60 58,989 0.10%

경남 60 92,135 0.07%

제주 769 78,365 0.98%

합계 32,021 1,60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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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별 분석≫

○ (광역) 경상적 경비 비율 10% 이상 : 16개

- 감채기금(서울), 중소기업육성기금(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부산), 식품진흥기금(서울) 등이 경상적 경비 비율이 높음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경상적
경비(A)

기금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서울 감채기금 20 20 100.00%

대전 중소기업육성기금 11 11 100.00%

부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9,765 27,777 71.16%

서울 식품진흥기금 2,220 5,157 43.05%

광주 사회복지기금 300 799 37.55%

광주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3 72 31.94%

울산 식품진흥기금 137 510 26.86%

대구 식품진흥기금 315 1,679 18.76%

대구 지하철화재사고국민성금기금 2 13 15.38%

광주 식품진흥기금 190 1,252 15.18%

서울 사회투자기금 1,253 8,760 14.30%

서울 대외협력기금 457 3,443 13.27%

제주 식품진흥기금 62 491 12.63%

대전 식품진흥기금 92 787 11.69%

경기 환경보전기금 131 1,124 11.65%

전남 식품진흥기금 68 666 10.21%

합계 25,046 52,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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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경상적 경비 비율 100% : 54개

(단위 : 백만원)

단체명 기금명
경상적
경비(A)

기금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서울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3 3 100.0%

서울 강북구 보훈회관건립기금 103 103 100.0%

부산 동구 여성발전기금 7 7 100.0%

부산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3 3 100.0%

대구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6 6 100.0%

광주 남구 성평등기금 1 1 100.0%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 223 223 100.0%

ː ː ː ː ː

강원 춘천시 벤처기업지원시설관리기금 166 166 100.0%

강원 원주시 자활기금 1 1 100.0%

충북 보은군 투자진흥기금 6 6 100.0%

충남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7 57 100.0%

충남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16 16 100.0%

전북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20 20 100.0%

전남 함평군 투자유치진흥기금 12 12 100.0%

경북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298 298 100.0%

경북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4 4 100.0%

경북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12 12 100.0%

경북 칠곡군 식품진흥기금 4 4 100.0%

경북 울릉군 노인복지기금 8 8 100.0%

경남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12 12 100.0%

경남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4 4 100.0%

경남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4 4 100.0%

경남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4 4 100.0%

합계 4,151 4,1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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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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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 권고사항

□ 근거

○ 행자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제3항)

- 성과분석 지표별로 미흡 단체에 대해 기금별 개선조치 권고

□ 권고 내용

 ① 기금 정비율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높은 단체* 

및 기금 수가 평균(광역 10.6개, 기초 5.9개) 이상인 단체**는 유사

기금의 통합, 소규모․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추진 필요

* 강원(10.3%), 경북(6.8%) / 과천(32.6%), 서초구(31.5%), 강남구(31.4) 등

** 경남(16개), 강원(16개), 부산(14개) / 강남구(13개), 제천(12개) 등

 ② 일몰제 적용률

○ 개별 법령에 의한 의무설치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대하여 

일몰기한 설정(관련조례 개정 등)

- 일몰기한 도래 기금 중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

․일몰제 적용률 100% 단체(132개)*를 제외한 자치단체(111개)

* (제외) : 광역 9개(서울, 부산, 대구, 세종, 경기, 경북, 울산 등)

기초 123개(종로구, 부산 서구, 대구 중구, 수원, 청주, 예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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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채권관리 적정성

○ 기한 도래 채권액 중 미수채권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금에 

대해서는 채권회수 대책 등 수립 추진

․광역(15개) : 서울(2), 인천(2), 세종(2), 강원(1), 충남(1), 제주(3), 전남(1),

광주(1), 경남(2)

․기초(50개) : 서울 성동구(1), 광주 남구(1) 등

 ④ 타 회계 의존률

○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이 10% 이상인 개별기금에 대해

서는 수입구조 개선 등 추진(해당 지자체)

․광역(60개) : 부산(10), 제주(6), 대구(7), 경북(5), 세종(5), 전남(4), 서울(3),

경남(3), 충북(2), 광주(1), 울산(2), 경기(1) 등

․기초(325개) : 서울 마포구(2), 부산 북구(1), 광주 북구(2), 인천 서구(2),

가평(4), 강릉(4), 청주(6), 남원(1), 경주(1), 밀양(4) 등

 ⑤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30% 미만인 단체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여 구성하고,

-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70%이상 제고

․민간전문가 비율 30% 미만 : 광역 27개(강원4 등) / 기초 433개(울릉군5 등)

․위원회 연2회 미만 개최 : 광역 173개(충북10 등) / 기초 1,507개(종로구8 등)

․참석률 70% 미만 : 광역 134개(인천11 등) / 기초 1,118개(완도군8 등)

 ⑥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40%를 초과(미달)한 기금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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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33개) : 서울(2), 부산(1), 대구(2), 인천(1), 경기(2), 강원(3) 등

․기초(229개) : 서울 종로구(3), 부산 중구(1), 대구 달성군(2), 인천 중구(1),

부천시(5), 삼척시(1), 옥천군(1), 홍성군(1), 영광군(1) 등

 ⑦ 경상경비 비율

○ 경상경비 비율이 100%인 기금 및 경상경비 지출금액이 큰 기금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조정 이행

※ 성격상 사업내용이 경상경비인 경우는 제외

* 100% 경상경비로 집행한 기금

- 광역 : 감채기금(서울), 체육진흥기금(부산) 등 2개

- 기초 :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54개

** 경상경비 지출 금액이 큰 기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78억(부산), 중소기업육성기금 3,280억(경기)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 근거

○ 행자부장관은 필요시 지자체의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결과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공개 내용

○ (지자체) 분석지표별 결과값을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결과 첨부

○ (행자부)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재정고’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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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2014년 기금성과 분석결과 재정공시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2014년도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단체 
평균

바람
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기금

정비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기금 정비율

(수 기준)
↓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일몰제 적용률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기금

운용

의 

건전

성

채권관리 

적정성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

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

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기금

운용

의 

효율

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0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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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2014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15점) : 기금 금액 기준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

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4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작성

하여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총액(A)

법정의무기금

총액(B)

감채적립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총액(C)

통합관리

기금총액

(D)

분석대상 

기금 총액

(A-B-C-

D)

자치
단체
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55 -

    1-2. 기금 정비율(20점) : 기금 수 기준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동종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2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8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6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14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12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수는 2014년 결산기준으로 작성

   (법정의무기금,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제외)

※ 자치단체는 소관 기금 수 총계를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

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2014년 결산기준)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수

(A)

법정의무

기금수

(B)

감채적립기금수

(지방채상환기금) 

(C)

통합관리

기금수

(D)

분석대상

 기금수

(A-B-C-D)

자치
단체명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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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몰제 적용률(15점)

개요(정의)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운영 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둠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운영

산정공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100(%)

전체 기금 수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전제기금 수 : 법정 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 

 ∘ 법정의무 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

광고정비기금, 지방세발전기금 등) 

 ∘ 법정재량 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이 100%가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법정 의무 기금은 제외

※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기금 ○ / ×
*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문 
내용을 적시

○ / × 00.00.00

○○기금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자치단체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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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3.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100% )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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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산정공식

100 -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 수입결산 총액
 × 100% ) 

※ 기금 수입결산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 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지방채상환(감채)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지방채원리금의 연차적 상환과 재정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타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한 기금 : 지방채상환(감채)기금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기금
계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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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산정공식

 4항목*으로 평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통합관리기금 관련 위원회도 분석대상에 포함됨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개별기금>

 다음 4가지 항목 중 해당 항목이 4개면 100점, 3개면 90점, 2개면 80점, 1개면 

70점, 0개면 60점으로 평가함

 ※ 단, 민간위원 참여가 1/3 미만인 경우 ③,④와 관계없이“0점”처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

구  분 확인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점  수

①,②의 민간전문가는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지방의회 의원 제외), ③,④의 경우 서면심사는 제외

<종합점수>

구분 점수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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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기금 운용의 효율성

 6.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10점)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산정공식

기금 지출액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100%

계획 대비 집행율 점수

100% 10

80%∼100%, 100%∼120% 9

60%∼80%, 120%∼140% 8

40%∼60%, 140%∼160% 7

40% 미만, 160% 초과 6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지출액 : 기금결산보고서 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과목을 의미

※ 당초 계획 사업비 금액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재무활동 제외)

※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산식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

※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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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

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정성 저하

산정공식

100 - (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
 ×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 (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309,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기타회계전출금 701, 기금전출금 702, 예탁금 704, 예수금원리금상환 705)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 311, 차입금원금상환 601, 예치금 602, 반환금기타 802) 등 

10개 편성목을 의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소계

(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기금 (a)

○○기금 (b)

(계) (a+b)/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