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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용방침 

1.  기금개요

○사업추진의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금사업 활성화 및 사후 평가제도 마련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 마련

나. 기금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1997
소규모유통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

화 도모

부천시 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설치및운영

조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0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

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업지원과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보훈기금 2003
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및 보훈단체 활성화 

도모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 사업자

금 대여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

행령 제26조의2,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 1998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양성평

등 촉진 등 여성발전 사업지원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부천시 여성발전기

본조례 제48조
가족여성과

아동복지기금 1991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

원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가족여성과

문화예술발전기금 1995 지역사회발전 및 문화예술의 진흥 도모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

례
문화예술과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

식품진흥기금 2001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안전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010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

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도시디자인과

환경보전기금 2000
환경오염 예방,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유지

 조성

지방자치법 제142조,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환경보전과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예방 및 재난응급조치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재난대비태세 확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부천시재

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안전관리과

체육진흥기금 1993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

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체육진흥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199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천시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조례 제7조

청소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08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

보·지원키 위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도시재생과

통합관리기금 2006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목적사업

에 필요한 자금 융자하여 자금운용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부

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

조

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