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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

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6,004 117 466 349 6,12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661 5 15 10 665

조례근거
(2013년~
2016년)

노인복지기금 557 -1 14 15 556 상위법

장애인복지기금 555 1 14 13 556 상위법

재난관리기금 1,781 -24 249 273 1,757 상위법

식품진흥기금 150 9 9 0 159 상위법

성평등기금 1,281 4 32 28 1,285 상위법

농어업소득기금 1,006 124 134 10 1,129
조례근거
(2012년~
2021년)

옥외광고정비기금 14 0 0 0 14 상위법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5,255 5,551 5,697 6,004 6,12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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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삼척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

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7.2. 예정) 104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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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5,870,988 1,063,342 418 47,956 159 17,040 15,871,247 1,094,258

토지 15,284 267,160 373 19,090 153 15,347 15,504 270,903

건물 395 347,306 31 27,388 6 1,694 420 373,001

입목죽 40,656 3,999 2 1 0 0 40,658 4,000

공작물 8,882 371,349 12 1,291 0 0 8,894 372,640

기계기구 10 24 0 0 0 0 10 24

선박 15 594 0 157 0 0 15 752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939 4,848 0 0 0 0 939 4,848

유가증권 15,804,795 66,899 0 0 0 0 15,804,795 66,899

용익물권 7 194 0 30 0 0 7 224

회원권 5 967 0 0 0 0 5 967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분류되는데,

◈ ‘15년 현재액은 1,094,258백만원이며, 이중 건물이 373,001백만원으로 34.09%,

공작물이 372,640백만원으로 34.05%, 토지가 270,903백만원으로 24.76%차지합니다.

◈ 전년(‘14년)대비 총 259건, 30,91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및 건물 : 245건, 29,437백만원 (공용용지취득 및 지적변동에 따른 면적 증가)

- 입목죽 : 2건, 1백만원 - 공 작 물 : 12건, 1,291백만원

- 선 박 : 0건, 157백만원 - 요익물권 : 0건,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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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63 10,925 139 852 54 338 1,248 11,439

구 매 483 4,261 139 852 0 0 622 5,113

관리전환 140 1,665 0 0 0 0 140 1,665

양 여 1 10 0 0 0 0 1 10

기 타 539 4,989 0 0 54 338 485 4,651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15년 물품보유현황은 총 1,248점, 114억원으로 전년대비 수량은 85점, 금액은 5억원

증가하였으며,

◈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가 :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분리로 인한 각종 사무기기 구입

- 감소 : 사무기기등 내용연수 초과, 노후등으로 불용결정 물품을 각각 매각 또는 폐기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735,120 906,790 1,011,527 1,063,342 1,094,258

물 품 6,582 7,906 9,727 10,925 11,43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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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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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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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의 20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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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068 0 0% 6,540 1.42%

일 반 회 계 415,671 0 0% 4,540 1.09%

특 별 회 계 39,057 0 0% 2,000 5.12%

기 금 6,341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83,455 416,717 465,830 452,992 461,068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67,265 66,899 66,899 66,899 66,899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3,318 15,131 6,452 7,379 6,540

출연금 비율 (D/A) 3.47% 3.63% 1.38% 1.63% 1.4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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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출자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 단체명 금액
근거

(법 조례명 등)
내용

출

연

금

소계 6,540

일반회계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25 없음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14조

2015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재)강원테크노파크 161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삼척시 지역 발전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기업지원) - 141백만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인력양성) - 20백만원

일반회계
강원대학교 삼척캠
퍼스 발전기금

4,350
․강원대학교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015년도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 경비
보조금 - 4,000백만원
2015년 2차 학사경비
보조금 - 350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삼척향토장학재단 2,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삼척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삼척향토장학 재단
출연금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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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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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4 94,621 100,548 733

출자

기관

소계 24 90,649 90,030 733

블랙밸리컨트리클럽(주) 24 90,649 90,030 733

출연

기관

소계 0 3,972 10,518 0

(재)삼척향토장학재단 0 2,000 6,747 0

삼척시도계장학재단 0 0 1,851 0

원덕읍 향토장학회 0 0 1,920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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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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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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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 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삼척시상하

수도사업소
37 94,350 8 7,872 6,496 1,376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5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5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삼척시상하

수도사업소
△2,603 △1,458 △1,953 844 1,376

◈ 당기순이익 :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으로,

◈ 2015년 우리시 당기순이익은 1,37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63% 증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덕, 미로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영업수익 증가

- 삼척시 마평정수장 연수화 사업, 근덕상수도 증설사업의 국비 지원으로 영업외수익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