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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
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
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243 79 327 248 2,322

청소년육성기금 109 1 2 2 110
1991.06.01.~
2019.12.31.

자활기금 799 △11 59 70 788
2008.12.30.~
2017.12.31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4 20 20 34 2009.03.02.~

식품진흥기금 133 16 80 64 149 2002.10.30.~

재난관리기금 1,187 54 166 112 1,241 2004.12.30.~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1,705 1,816 1,948 2,243 2,32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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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1,705 1,816 1,948 2,24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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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운용수익을 위한 기금액을 해마다 적립

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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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구의 기

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2 77.07 103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7.97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38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4 4.6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 8.2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3.9 4.4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 8.01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1 12.3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0.5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9 12.3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09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5. 하반기 예정)



41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

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47,884 463,336 69,145 28,508 135,166 20,713 281,863 471,130

토  지 1,477 181,661 28 8,396 19 2,130 1,486 187,927

건  물 91 46,762 1 1,338 0 0 92 48,100

입목죽 335,042 26,823 68,886 17,051 135,147 18,583 268,781 25,291

공작물 11,256 207,198 228 1,563 0 0 11,484 208,761

기계기구 8 599 0 0 0 0 8 599

무체재산 4 11 0 0 0 0 4 11

용익물건 3 184 2 160 5 344

회원권 3 98 3 98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중 토지 매입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84억원 매입하였으며,

이천동에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신축건으로 13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봉덕동 

523-34 등 19건을 매각하여 현재 4,71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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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85 6,305 98 2,757 444 3,983 439 5,079

구    매 755 5,757 33 375 444 3,983 344 2,149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30 548 65 2,382 - - 95 2,930

☞ ’14년 구매건이 33건이며, 정수물품의 물품변경에 따라 65개 물품이 정수물품에 들

어오고, 매각이 17건, 38백만원, 정수물품 비대상이었던 427개 물품이 정수물품 목록

에서 빠져나가 총 439개, 5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424,739 436,678 451,131 463,336 471,130

물   품 3,691 4,463 5,595 6,305 5,07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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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물품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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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유재산의 증감요인은 자산 중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건으로 증가하

였으며, 2014년 물품이 급감한 이유는 정수물품 대상이 변경되어 12억 가량 줄어들었습

니다.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

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2014년도 출자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15,836 0 0% 10 0%

일 반 회 계 210,020 0 0% 10 0%

특 별 회 계 3,246 0 0% 0 0%

기   금 2,570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168,021 172,878 182,210 195,060 215,83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8 8 9 10 10

출연금 비율 (D/A) 0% 0% 0% 0% 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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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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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14년도 출자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 단체명 금액
근거

(법 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9,754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254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한국지방세연구

원 출연금 지출

한국지역진흥

재단(재)
7,50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행부 훈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1항

2014년도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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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구에 설립 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