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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용방침

1. 기금개요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지역 SOC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 활용

나. 기금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통합관리기금 2003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

정융자 등 효율적으로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울

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

지방채상환기금 2000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

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

원 적립

울산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

중소기업육성기금 1997
울산광역시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

모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제43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창업일자리과

농어촌육성기금 1997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체, 생산자 단체조

직 및 귀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

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조례 농축산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2012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를 원활

하게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

폐기물관리법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

조,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설

치 및 운용조례

자원순환과

사회복지기금 2002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인구정책과

재해구호기금 1997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피해시

설 복구로 이재민 조기 생활안정 도모

재해구호법 제14조, 울산광역시 재해구호

기금조례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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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양성평등기금 1997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 사업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울산광역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여성가족청소년과

식품진흥기금 1997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식품진

흥기금 운용 조례
식의약안전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99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문

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
문화예술과

재난관리기금 1997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울산광

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재난관리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006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충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울산광역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0조
도시창조과

지역개발기금 2017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자금

조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

공기업법 제19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

금조례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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