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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현재액(A)

증 감 액 ’12년도현재액(A+B)
일몰기간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34,805 -684 17,455 18,140 34,121

지방채상환기금 4 -4 0 4 0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27 68 5,757 5,689 95

시립예술단진흥기금 231 8 157 150 239

옥외광고정비기금 45 30 30 0 7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0 0 0 0
사회보장기금 2,361 304 459 155 2,666

노인복지기금 557 -5 15 20 552

여성발전기금 944 1 31 30 945

식품진흥기금 1,219 316 376 60 1,535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 630 15 19 4 645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0 0 600 600 0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0 0 400 400 0

투자진흥기금 12,798 532 6,768 6,236 13,330

중소기업육성기금 5,559 -723 1,137 1,860 4,836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94 -694 4 698 0
4-H후원회기금 164 2 2 0 167

재난관리기금 9,570 -535 1,699 2,234 9,035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3,365 23,002 27,252 34,805 34,12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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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에 투자진흥기금의 확대운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75억원이 증가하였음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75.65 84.29

공통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98.87 99.01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0 79.53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0 46.48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85 89.33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기금

기금별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99.31 96.44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80.67 96.26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87.03 88.29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99.98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0 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3.55 22.32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6.67 95.53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96.67 96.4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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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425,779 7,020,887 18,641 669,535 809 396,588 1,443,611 7,293,833

토  지 26,976 2,311,288 1,592 575,211 796 390,690 27,772 2,495,808

건  물 423 381,441 25 49,149 11 5,648 437 424,942

입목죽 1,350,084 49,005 16,415 423 0 0 1,366,499 49,428

공작물 47,689 4,268,558 596 44,116 0 0 48,285 4,312,674

기계기구 541 7,076 2 156 543 7,232

무체재산 39 2,078 8 40 47 2,118

용익물권 27 1,440 1 190 2 250 26 1,380

회원권 0 0 2 250 0 0 2 250

▸ ′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경우로

☞ 토지분야 주요 증가요인은 친환경복합단지, 북부권 대체우회도로개설, 2단계

주거환경개선, 북전주IC진입로 확장, 한옥마을문화적경관조성, 쑥고개길 확장

사업 등에 따른 부지매입 등 토지취득에 의한 증가이며 감소요인은 효자동

택지개발지구 재고자산 매각 및 합병말소, 지목, 용도변경 등에 의해 감소되었음

☞ 건물 증가사유는 J2스튜디오 건립,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내부공사, 도시재생

농촌마을 개선, 리모델링 공사 등 신축 및 건물매입으로 인해 증가하였음

☞ 기타 녹색환경조성을 위한 그린터널 조성사업 등으로 입목죽의 증가하였으며

공작물은 땅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으로서 건축물과 분리된

시설물로 복식부기 일반유형자산 구축물(육교 및 교량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구축물 설치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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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물 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39 8,167 176 1,831 22 176 1,293 9,822

구    매 1,139 8,167 176 1,831 22 176 1,293 9,822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유재산 6,397,503 6,700,376 6,846,816 7,020,887 7,293,833

물   품 10,010 6,013 6,752 8,167 9,822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차량 및 냉난방기, 복사기, 노트북 컴퓨터 등 주요 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

취득으로 인하여 물품이 증가하였음



- 40 -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1,181,652 15,377 1.34% 0 0%

일 반 회 계 931,836 15,377 1.65% 0 0%

특 별 회 계 197,556 0 0% 0 0%

기   금 52,260 0 0% 0 0%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A) 1,008,302 1,141,992 1,036,280 1,142,277 1,147,607

출연금(B) 20,995 21,906 12,541 14,657 15,377
비율(B/A)(%) 2.08% 1.92% 1.21% 1.28% 1.34%

출자금(C) 0 0 0 0 0
출자금 총액(D) 0 0 0 0 0
비율(C/A)(%) 0% 0% 0% 0% 0%

☞ 2008년부터 탄소관련 R&D출연금의 확대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의 선택과 집중으로 절감운영 하고 있음

2012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 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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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방공기업 현황(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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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16 252,597 59,327 69,579 55,798 13,781 가

하수도 31 496,444 135,563 32,756 47,069 -14,313 다

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184 1,494 718 15,353 15,341 12 나

‣ 경영평가 등급 : ′12년 평가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직영 상 수 도 9,500 9,405 8,134 5,376 13,781

하 수 도 -9,662 -6,207 -17,931 -19,462 -14,313

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92 0 1 7 12

☞ 상수도는 2011년 7월 5일『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으로 2011. 9월 검침분

부터 가정용, 일반용 요금 18.36% 인상함에 따라 2012년 당기순이익 증가

☞ 하수도는 2011년 7월 5일『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으로 2011. 7월 검침분부터

90.9%(가정용기준)인상함에따라2012년당기순손실액이‘11년에비해약51억감소되었으나

※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아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상회하여 당기순손실 발생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톤당원가(A) 432.39 461.37 585.91 619.42 679.91
톤당요금(B) 159.63 186.24 184.89 257.77 375.47

현실화율C=B/A 36.91 40.36 31.55 41.61 55.22

☞ 2008년 시설공단 당기순이익 적자사유

- 공단 설립 출자금으로 공단의 사업개시 준비를 위한 비용과 자산을 취득하고

사업개시비용(382백만원)을 영업비용에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