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기금결산 총괄 설명

1.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은 7,550,299,175원에서

   ○  당해년도 조성액은 25,398,657,161원

   ○  당해년도 사용액은 5,695,693,900원이며

   ○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27,253,262,436원으로

2.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별장과 같다.



가. 기금 조성 총괄

(단위: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계 7,550,299,175 19,702,963,261 25,398,657,161 5,695,693,900 27,253,262,4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523,869,540 19,181,487,460 22,739,603,030 3,558,115,570 22,705,357,000

노인복지기금 915,543,420 △4,537,610 6,462,390 11,000,000 911,005,8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593,230 △1,388,160 269,522,290 270,910,450 3,205,070

환경보전기금 1,393,764,780 △32,651,639 15,463,361 48,115,000 1,361,113,141

재난관리기금 348,606,255 574,763,380 2,349,104,590 1,774,341,210 923,369,635

식품진흥기금 313,243,330 △8,241,750 6,469,920 14,711,670 305,001,580

양성평등기금 1,050,678,620 △6,468,420 12,031,580 18,500,000 1,044,210,200



나.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원)

         구 분

 기금명

근 거

법 규

설 치

목 적

설 치

연 도

운 용

관 서

재  원

조  달

조     성     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

기  금
보  관
상  황

전년도까지
㉮

당해연도
㉰ 계 사 유 금 액

㉱

계 7,550,299,175 25,398,657,161 32,948,956,336 5,695,693,900 27,253,262,43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기금법 제16조, 
광양시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2020 기획예산실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받는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등

3,523,869,540 22,739,603,030 26,263,472,570 개별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558,115,570 22,705,357,000 시금고 예치

노인복지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노인복지증진 1993 노인장애인과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915,543,420 6,462,390 922,005,810 경로당 에어컨 세척 11,000,000 911,005,810 시금고 예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 법률 제21조,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
진및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2003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4,593,230 269,522,290 274,115,520 고유목적사업추진 
및 잔액반납 270,910,450 3,205,070 시금고 예치

환경보전기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 
개선 2002 환경과 기타 수입금 1,393,764,780 15,463,361 1,409,228,141 환경보전사업 

보조금 집행 48,115,000 1,361,113,141 시금고 예치

재난관리기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재난재해 취약시설 
안전 대책 추진, 재해 
복구

2005 안전총괄과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의 1% 348,606,255 2,349,104,590 2,697,710,845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코로나 지원 1,774,341,210 923,369,635 시금고 예치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2000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313,243,330 6,469,920 319,713,250 위생등급제 컨설팅 
용역 실시 14,711,670 305,001,580 시금고 예치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

2004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 1,050,678,620 12,031,580 1,062,710,200 양성평등사업비 18,500,000 1,044,210,200 시금고 예치



(단위:원)

다. 기금운용명세서

        구 분

 기금별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  음
연  도
이월액
(사고 
등)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
함)

예탁금원
금회수

예치금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
업비

인력운영
비 기본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금원

리금상환
예수금원
리금상환기타지출

계 36,422,825,876 1,911,498,000 700,000,000 4,376,067,770 6,648,100,945 22,705,357,000 76,352,761 5,449,400 36,422,825,876 2,137,416,660 5,346,940,436 25,380,191,540 3,558,115,570 161,6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6,263,472,570 3,523,869,540 22,705,357,000 34,246,030 26,263,472,570 799,035,000 21,906,322,000 3,558,115,570

노인복지기금 1,824,204,040 1,804,396,460 13,345,190 6,462,390 1,824,204,040 11,000,000 911,005,810 902,198,23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기
금

274,115,520 269,498,000 4,593,230 24,290 274,115,520 270,910,450 3,205,070

환경보전기금 2,709,228,141 1,300,000,000 1,393,764,780 13,851,961 1,611,400 2,709,228,141 48,115,000 1,361,113,141 1,300,000,000

재난관리기금 2,697,710,845 1,642,000,000 700,000,000 348,606,255 7,104,590 2,697,710,845 1,774,341,210 923,369,635

식품진흥기금 566,384,560 246,671,310 313,243,330 2,631,920 3,838,000 566,384,560 14,550,000 305,001,580 246,671,310 161,670

양성평등기금 2,087,710,200 1,025,000,000 1,050,678,620 12,031,580 2,087,710,200 18,500,000 1,044,210,200 1,02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