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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 재정운영현황 같은 결산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썼습니다” 알기 쉬운 김해시 살림보고>를 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서는 어려운 회계용어는 물론 2천 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정보가 담겨있어 우리시의 재정운영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간한 

<“이렇게 썼습니다” 알기 쉬운 김해시 살림보고>는

기존의 방대한 결산서 내용을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고 

그림, 도표로 시각화해,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시 살림살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썼습니다” 알기 쉬운 김해시 살림보고>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김해시장  허 성 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해시장 

허성곤입니다.GIM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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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과정

1,659 명
209,202 세대

552,949명

면적

인구 수

463.36 ㎢

행정조직

1 실 7국 

51과 5담당관 

2직속 4사업소 1출장소

19 읍면동

공무원 수

<“이렇게 썼습니다” 알기 쉬운 김해시 

살림보고>는 2018년 한 해 동안 김해시가 

얼마의 수입으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 

시민께 알려주는 결과보고서예요.

정확한 수치와 쉬운 용어, 표, 

그래프를 활용해서 1년간의 김해 

살림살이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행정구역

1 읍 6면 12동 

101법정리동 763마을

“김수로왕의 금(金) 허황옥 공주의 옥(玉)을 따서 만들어진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캐릭터 금이야 옥이야 입니다.”

예산편성

2017년 8월~12월

예산집행

2018년 1월~12월

결산

2019년 1월~6월

성과평가

예산결산/재무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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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779 억 원

5.05%

901 억 원

1조 7,890억 원

2018 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일반적 세출에 충당

1조 4,209 억 원

79.4% 특별회계

특정한 사업 및 자금의 

보유·운영. 특정 세입 

등으로 특정 세출 시 충당

20.55%

3,680 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3개)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 수질개선특별회계

-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지하수특별회계

기금(9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사용

- 사회복지기금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 양성평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식품진흥기금

- 옥외광고물정비기금

- 재난관리기금

- 농어촌발전기금

2018년 김해시 재정

우리 시 예산결산

Ⅱ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은 이렇습니다!

한 해 동안 거둔 돈(세입)과 사용한 돈(세출)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를 수치로 보여줘요.

기타 특별회계(10개)

30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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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 돈

사용한 돈

2014

5,000억 원

1조

1조 5,000억 원
1조 3,542억 원

 1조 957억 원

2,584억 원 2,482억 원

3,076억 원
3,732억 원 3,976억 원

1조 2,555억 원 1조 2,228억 원

1조 3,218억 원
1조 3,914억 원

1조 5,038억 원 1조 5,305억 원

1조 6,951억 원

1조 7,890억 원

2조

2015 2016 2017 2018

남은 돈

세입 증가율 평균  7.2%

세출 증가율 평균  6.2%

  남은 돈 증가율 평균  11.4%

순세계 잉여금

1,707억 원

보조금반납금 

66억 원

1조 7,890억 원

들어온 돈

1조 3,914억 원

사용한 돈

3,976억 원

남은 돈
이월금 

2,202억 원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02 

우리 시 세입세출 현황01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1% 가량 높아요! 잉여금은 

평균적으로 11.4% 증가했어요.

우리 시 예산결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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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4,794억 원

27%

의존 재원

보조금

25.8%

4,629억 원

조정교부금

5.2%

932억 원

지방교부세세외수입

지방세

11.9%11.1%

18.8%

2,146억 원1,997억 원

3,391억 원

1조 7,890억 원

2018년 세입 결산

자체 재원

●      세입은 1조 7,89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939억 원(5.54%)이 증가하였으며 재원확충노력으로 지방교부세(19.37%) 

 및 보조금(14.08%) 부문에서 전년대비15.7% 증가하였습니다.

●    보조금이 25.8%(4,629억 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지방세가 18.8%(3,391억 원)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시 자체 수입(자체 재원)은 전년(5,500억 원) 대비 97.96%로 112억 감소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가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변동 내역 (최근 3년)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

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김해시는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75개)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

2017

2018

35.3%

35.2%

36.3%

※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75개) 평균 : 32.3%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2018년 김해시 세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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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세출 현황: 어디에 얼마를 썼을까요?04

●   1조 3,914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695억 원(5.2%) 증가하였습니다. 1조 8,050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77%(총계기준)입니다. 

●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3,940억 원으로 복지시책 확대로 수혜자 증가에 따라 작년

에 비해 406억 원(11.5%) 증가한 금액입니다.

●   반면, 지출이 감소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보건,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입니다. 전년에 비해 36%, 18.8%, 14.9%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금융기관 차입금 차환사업 완료, 한림면 및 불암동 주민센터 준공,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완료, 서부소방서 부지매입사업 완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 조 3,914 억 원= 2,088 억 원

2018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695 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392 억 원

2018년 김해시 세출은?

국토 및 지역개발

753 억 원

6.3%

산업·중소기업

274 억 원

2.3%

농림해양수산

693 억 원

5.8%
보건

185 억 원

1.5%

기타

1,359억 원

11.4%

수송 및 교통

1,752억 원

14.8%

사회복지

3,940억 원

33.3%

일반공공행정

856 억 원

7.2%

공공질서 및 안전 

108 억 원

0.9%

교육 

375 억 원

3.1%

문화 및 관광 

683 억 원

5.7%

환경보호

844억 원

7.1%

1조 1,825 억 원

201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우리 시 예산결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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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분야

우리 시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비용을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체 세출(일반회계 기준)의 33.3%에 해당하는 3,940억 원으로,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가장 많은 돈을 썼고,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노동 순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642억 원 

  1,147억 원 

  534억 원 

  379억 원 

  187억 원 

48억 원 

우리 시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비용을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총 3,940억 원으로 전체 세출

(일반회계 기준)의 33.3%를 

차지하네요.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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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결산(재무제표)”은 이렇습니다!

  재무회계의 과정을 통해 수집·처리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때는 현재의 금액 기록이나 관리를 위해서 작성하는 표인 ‘재무제표(財務諸表)’를 이용하죠.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김해시의 살림결과를 알 수 있어요. 세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분야별 시설 조성 규모는 어떤지, 어떤 자산을 사용 가능하고, 또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  전년 대비 사회복지 분야가 22% 증가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이것은 시민이 부담한 세금과 중앙정부의 지원금인 수익보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출한 돈이 많은 결과입니다. 

●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 이익(흑자)를 보여주고,

 정부의 재정운영표는 비용-수익= 재정운영 결과를 보여줍니다.

●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정부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므로

 존재의 목적이 다름니다.

살림지표 요약 01 

1.41% 

개선

60.8% 
감소

2018년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총자산 

7조 4,568억 원

총비용 

1조 2,096억 원

총자산 

7조 3,670억 원

총비용 

1조 500억 원

총부채 

3,589억 원

총수익 

1조 2,590억 원

총부채 

3,677억 원

총수익 

1조 1,763억 원

순자산 

7조 979억 원 

순자산 

6조 9,993억 원 

2018년

2017년

2018년

2017년

운용차액 

494억 원

운용차액 

1,263억 원

총자산-총부채

=순자산

재정상태

총비용-총수익

=운용차액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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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요약02

●   우리 시의 총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 살림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2018. 12. 31. 기준).

●   회계연도(2018년) 동안 우리 시의 살림 운영 결과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   회계연도(2018년) 동안 우리 시의 순자산 

증감 내역을 나타내며, 재영운영 결과와 

기타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순이익 
494억 원 

기초순자산 

6조 9,993억 원 

재정운영 결과(순이익) 

494억 원 

순자산 증가 

578억 원 

순자산 감소 

86억 원 

기말순자산 

7조 979억 원 

총비용  

1조 2,096억 원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자산 

7조 979억 원 

총부채
3,589억 원 

재정상태표

우리 시 재무결산Ⅲ

7조 4,568억 원

총자산

1조 2,590억 원 

총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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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자산(현금, 

저축한 돈, 받지 못한 돈, 쓰고 남은 자산, 빌려준 

돈 등) 

     ※ 시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투자자산  ▶  시(市)가 여유 있는 돈을 1년 이상 계약기간으로 

은행에 저축하거나 개인에게 빌려준 자산

     (만기가 1년 이상 되는 저축 또는 빌려준 돈)

일반유형자산   ▶  시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하는 시설(시청, 의회별관, 읍·면·동사무소 등 

건물, 책상 등 비품, 차량 등)

주민편의시설   ▶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도서관, 주차장, 

공원, 복지시설 등)

     ※  시에서 시민을 위해 편의시설을 얼마나 설치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사회기반시설   ▶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도로, 철도, 

상하수도,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  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얼마나 노력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

기타비유동자산  ▶  위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전세보증금, 

특허권, 상표권, 전용소프트웨어 등)

161억 원

1,980억 원

4,524억 원 

1조 659억 원 

5조 2,079억 원 

1조 1,393억 원 

5조 3,853억 원 

965억 원 814억 원 

2,079억 원

5,368억 원 5,049억 원

1조 1,935억 원

5조 4,393억 원

2,079억 원

162억 원
기타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2016 2017 2018

993억 원 

119억 원 

1조 1,633억 원  1조 1,764억 원  1조 2,590억 원  

최근 3년간 현황

우리 시 자산 현황

주민편의시설 

1조 1,935 억 원

투자자산 

993 억 원

유동자산 

5,049 억 원

일반유형자산 

2,079 억 원

기타비유동자산 

119 억 원

7조 4,568 억 원

우리 시 
자산 현황

6.77%

2.79%

0.16%

사회기반시설 

5조 4,393 억 원 72.95%

1.33%

16%

우리 시 재무결산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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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 자산규모는 7조 4,568억 원입니다.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898억 원(1.22%) 증가하였습니다. 

●   도로, 경전철, 상하수도시설의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72.9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7년 대비 542억 원 증가한 도서관, 공원, 박물관 등  

     주민편의시설(16%)은 자산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주요 자산 내역을 알아볼까요?

2018년 한 해 동안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을까요?

김해서부문화센터 대성동고분박물관 

사회기반시설 

5조 4,393억 원

72.95%

주민편의시설 

1조 1,935억 원

16%

화정글샘도서관 연지공원

김해대로 부산~김해 경전철 부원교차로김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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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장기차입부채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기타비유동부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7년 대비 88억 원(2.38%) 감소하였는데, 

 하수도공기업 BTL의 미지급금 상환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 시 부채 현황 및 
최근 3년간 부채 현황

237억 원

1,014억 원 

1,263억 원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2016 2017 2018

2,306억 원 2,200억 원

2,035억 원

기타비유동부채

1,297억 원

257억 원
214억 원

3,557억 원   3,677억 원  3,589억 원  

채무와 부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채무는 쉽게 말해서 김해시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에요.

부채는 채무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다른 개념의 
빚도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향후에 갚아야 하는 변제대상(퇴직금 

충당부채)이며, 갚아야 할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의무죠.

김해시는 3년간 채무가 증가했어요.

3,589억 원

부채  

채무  

2018년 2017년 2016년 

1,470억 원
1,386억 원

1,190억 원

16%

7%

4%
8%

2018년 
총 1,470억 원 65%

   사회기반 시설 건립 ▶ 951억 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 231억 원 

   재정 보전 ▶ 115억 원

   수해피해 복구공사 ▶ 107억 원 

   공공청사 건립 ▶ 66억 원 

왜 돈을 빌렸을까요?

기타비유동부채 

2,035 억 원

3,589 억 원

부채

56.69%

장기차입부채 

1,297 억 원36.14%

유동부채 

257 억 원

7.17%

유동부채     ▶ 빌린 돈 중 1년 이내 갚아야 할 빚(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선수금,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장기차입부채     ▶ 빌린 돈 중 1년 후 갚아야 할 빚(장기차입금과 지방채증권 등)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외 빚[퇴직급여충당부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돈)], 장기예수보증금

  (1년 이상 보관했다가 개인 또는 회사에게 지급하는 돈) 등

우리 시 재무결산Ⅲ

3,677억 원 

3,55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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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96 억 원

비용

239억 원

994억 원

1,398억 원

2,256억 원

4,552억 원

계  9,439억 원 계  1조 500억 원 계  1조 2,096억 원 

1,487억 원

2,681억 원

5,083억 원

1,001억 원 1,071억 원

1,644억 원

2,763억 원

6,202억 원

248억 원 416억 원

3.43%

8.85%

13.60%

22.85%

51.27%

정부간이전비용

기타 

인건비

운영비

민간등이전비용

2016 2017 2018

우리 시 비용 현황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등

운영비 ▶ 제세공과금, 보험료, 임차료, 연구개발비, 행사비 등

정부 간 이전비용  ▶ 각종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등

민간 등 이전비용 ▶ 각종 지원금, 장학금, 보전금, 부담금 등

기타비용 ▶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운영비 

2,763 억 원

정부간이전비용 

416 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6,202 억 원

51.27%

22.85%

3.43%

인건비 

1,644 억 원

 기타 

1,071 억 원
8.85% 13.60%

●  3년간 비용은 각 부문별로 고루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  2017년 대비 1,596억 원(15.2%) 증가하였으며, 앞서 언급했듯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민간등이전비용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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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억 원 

5,385억 원 

7,398억 원

기타수익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2016 2017 2018

5,128억 원

64억 원

5,099억 원 

6,657억 원

8억 원 3억 원 

1조 1,633억 원  1조 1,764억 원  1조 2,590억 원  

최근 3년간 수익 현황

우리 시 수익 현황

1 조 2,590 억 원

수익정부간이전수익 

7,398 억 원
58.76%

자체조달수익 

5,128 억 원
40.73%

기타수익 

64 억 원

0.51%

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재산임대료, 사용료, 주차요금 등), 임시세외수익 등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교부세수익, 시군조정교부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 

기타수익 ▶ 전입금수익, 대손충당금환입, 기타수익 등

●  수익 현황 분석 결과 정부간이전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년간 증가폭도 컸습니다. 

●  2017년 대비 826억 원(7%)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무결산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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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재무제표 분석

Ⅳ

자산과 부채의 관계01 김해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결과예요. 

다만, 타 시와 비교했을 때는 

높은 편에 속한답니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재정 상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부채의 비율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관계02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수익이란 예측 가능한 고정적 수입을 말합니다. 총 

수익과 경상수익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상수익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입 여건이 양호하여 안정적인 재정활동이 

가능한 건전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높게 나타납니다. 

경상비용이란 예측 가능한 고정적 지출인 의무적 비용을 

말합니다. 총비용과 경상비용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상비용의 비율이 낮을수록 고정비용의 절감 등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5.06%

61.17%
38.71%

4.99%

64.83%

39.70%

4.81%

61.33%

36.44%

2016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8년 

3.65%

1.27%

4.81%

5.87%

1.58%

천안 안양 포항 평택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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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안양 김해 포항 평택 

14,713,399원
15,821,670원

13,972,631원

16,404,674원

20,473,090원

13,000,000원

13,300,000원

13,600,000원

13,900,000원

2016

13,291,496원 

13,844,241원 

2017 2018

13,972,631원 

시민 1인당 자산액 (총자산/인구수)

타시와 비교

우리 시 재무제표 분석Ⅳ

시민 1인당 총 자산액은 시민 1인당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 정도를 나타내어요.

공공서비스의 제공 척도가 되죠. 최근 3년간 김해시민들의 1인당 자산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다만,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는 적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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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안양 김해 포항 평택 

537,310원

672,496원

962,809원 

400,000원

500,000원

600,000원

700,000원

2016

671,935원 
690,912원 

2017 2018

672,496원 

시민 1인당 부채액 (총부채액/인구수)

타시와 비교

시민 1인당 부채액이 적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이에요. 김해시는 2017년 

소폭 올랐지만 2018년 다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어요. 타 시 평균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이랍니다.

200,814원

324,402원 



시민 1인당 지방세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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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안양 김해 포항 평택 

738,823원 
689,102원

650,257원
725,551원

1,128,815원 

600,000원

630,000원

660,000원

690,000원

2016 2017 2018

622,558원 

652,163원 
650,257원

시민 1인당 지방세 (총지방세/인구수) 

타시와 비교

우리 시 재무제표 분석Ⅳ

시민 1인당 지방세 납부세액을 나타내요. 지방세 부담은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적은 편이에요. 



시민 1인당 총수익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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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안양 김해 포항 평택 

2,439,925원 

1,995,288원 

2,359,112원 

3,463,060원 

3,033,749원 

2,359,112원 

2018

1,900,000원

2,000,000원

2,300,000원

2,600,000원

2016 2017

2,197,240원 
2,210,640원 

시민 1인당 총수익(총 수익/인구 수)

타시와 비교

시민 1인당 수익을 나타내는 자료로, 총 수익은 자체조달수익과 정부간이전수익과 

기타수익을 더한 값이에요. 자체조달수익을 늘이도록 노력해야 자립도가 높아져요. 



시민 1인당 총비용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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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안양 김해 포항 평택 

2,016,328원

1,855,401원 

2,273,059원 
2,266,541원 

2,900,314원 

1,600,000원

1,900,000원

2,200,000원

2,500,000원

2016 2017 2018

1,782,937원 

1,973,238원 

2,266,541원 

시민 1인당 총비용(총비용/인구수)

타시와 비교

우리 시 재무제표 분석Ⅳ

비용의 대부분은 시민의 공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운영비)와 

민간보조금, 출연금 및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학교급식 지원) 등이에요. 총비용이 

클수록 시민에게 많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봐요. 김해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시와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이에요.

22



주요 성과

대외기관 공모사업 성과

주요 수상내역

청렴도 상승(종합청렴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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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지방재정신속집행 대상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 우수기관

경상남도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 최우수 등 

대통령상 3개

국무총리상 1개

장관상 16개

건수 국비확보액

1,219억 원159건2018

2016 21건 331억 원

949억 원144건2017

2018년 김해시 분야별 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22년까지 

82개소 확충 목표

(2018년 12개소 확충)

채용비리 근절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市 산하기관 직원 채용 

통합 시험 실시

2018년 산하기관 

26명 공개채용

김해-창원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 추진

국제슬로시티 

기반 구축

상수도 

ISO국제표준 

공인인증 획득

환경부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대통령표창

생물다양성 유공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

7.89점

8.37점
2017년

2018년
등급
3

등급
2

7.41점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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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썼습니다”

알기 쉬운 김해시  
살/림/보/고 

www.gimhae.go.kr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Tel. 055-330-3121

2018년 김해시 

살림살이의 모든 것 !

한 해 동안 김해시 살림살이를 

이해하기 쉽고 보기도 편하게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