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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

고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93,598 1,536,672 1,802 228,931 653 32,375 694,747 1,733,228
토  지 25,220 718,009 1,250 70,471 636 29,681 25,834 758,799
건  물 345 289,450 15 99,016 5 1,198 355 387,268
입목죽 1,692 173 0 0 0 0 1,692 173
공작물 146,245 515,472 534 56,958 10 1,133 146,769 571,297
기계기구 19 900 0 0 1 113 18 787
선박 5 768 1 286 0 0 6 1,054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37 387 0 0 0 0 37 387
유가증권 520,004 10,600 1 2,000 0 0 520,005 12,600
용익물권 31 913 1 200 1 250 31 863
회원권 0 0 0 0 0 0 0 0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5년 대비 공유재산 총액은 13%(1,966억원)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47 8,948 70 1,271 44 285 1,173 9,933

구    매 813 4,214 67 1,150 7 83 873 5,281

관리전환 39 651 0 0 0 0 39 651

양    여 -1 -12 1 1 0 0 0 -11

기    타 296 4,095 2 119 37 202 261 4,012

▸ 2015년 대비 물품 총액은 11%(10억원)가 증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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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961,028 1,091,776 1,249,144 1,536,672 1,733,228

물   품 8,557 9,092 8,064 8,948 9,93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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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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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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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의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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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914 2,000 0.27 3,592 0,49
일 반 회 계 612,150 2,000 0.33 3,592 0.59
특 별 회 계 80,445 0 0 0 0
기   금 35,319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550,169 611,763 650,042 701,534 727,914

출자금 (B) 2,000 2,000 4,000 2,600 2,000
출자금 총액 (C) 2,000 59,609 63,609 66,209 68,209

출자금 비율 (B/A) 0.36 0.33 0.62 0.37 0.27
출연금 (D) 5,263 6,053 4,058 3,643 3,592

출연금 비율 (D/A) 0.96 0.99 0.62 0.52 0.49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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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출자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 단체명 금액
근거

(법 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000

일반회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0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
립 및 운영 조례

2016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

공사 출자 자본금

출연금

소계

일반회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10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년 

(재)거제시희망복지

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 4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2016년 

한센병관리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518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년 상반기 

(재)거제시문화예술

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0 지방세기본법

2016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200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201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4차)

일반회계 재단법인거제시문화예술재단 1,518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년 하반기 

(재)거제시문화예술

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113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6년 

(재)거제시희망복지

재단 출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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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출자·출연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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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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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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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27 12,100 240,585 206,387

출자

기관

소계 2 2,600 228,540 206,054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1 2,000 221,960 202,474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 1 600 6,580 3,580

출연

기관

소계 25 9,500 12,045 333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21 8,177 2,425 325
(재)거제시 희망복지재단 4 1,322 9,620 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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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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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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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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
거제시상수도 10 151,866 20,164 24,035 24,285 -250 다

거제시하수도 58 273,079 468 10,388 18,912 -8,524 다

공사
거제해양관

광개발공사
217 63,211 274 15,785 17,212 -1,427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거제시상수도 -853 1,631 1,808 -171 -250

거제시하수도 -5,394 -3,076 -5,434 -7,189 -8,524

공단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공사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65 338 -950 -698 -1,427

☞ 거제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는 공익목적 사업 

추진으로 영업수익의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으나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약품 재료비 등의 증가로 인해 영업비용이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