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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

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3,138,999 7,667,615 1,562 288,460 201 35,667 13,140,360 7,920,409

토 지 66,962 1,091,473 1,331 81,400 174 12,206 68,119 1,160,667

건 물 516 387,345 15 32,867 23 23,273 508 396,939

입목죽 6,157 7,035 5 1,220 - - 6,162 8,255

공작물 1,458 6,034,177 210 170,794 1 3 1,667 6,204,969

기계기구 69 1,014 - - - - 69 1,014

선박 16 1,562 - - - - 16 1,562

항공기 1 6,884 - - - - 1 6,884

무체재산 204 3,269 - - - - 204 3,269

유가증권 13,063,589 131,401 1 2,000 - - 13,063,590 133,401

용익물건 27 3,454 - 180 3 185 24 3,450

회원권 - - - - - - - -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920,409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증가액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도유림 확대조성 부지, 구)중앙초,

진천․괴산 산업단지 등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81,399백만원, 도립대학 미래관

증축,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동 신축 등 32,868백만원,

기타 재산 구입 및 가격 개정 등 174,19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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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6 44,598 317 13,637 147 2,198 3,346 56,038

구 매 3,633 72,537 315 13,601 63 930 3,885 85,208

관리전환 52 3,651 2 37 63 334 △9 3,354

양 여 7 146 7 146

기 타 △516 △31,736 21 933 △537 △32,669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물품은 전년도말 445억 9,800만원 대비 25.7%인 114억 4천만원 증가한 560억

3,800만원이고, 물품의 보유수량은 전년도말 3,176개, 2016년도 말 3,346개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음.

◈ 주요 금액 증가 사유로는

- 정수물품 중 구급차 5대, 소방물탱크차 7대, 소방사다리차7대, 조연차 7대

등 주요 정수물품의 신규구입에 따른 금액 증가현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 기타 물품구입 등으로는 미니버스 외 53종으로 465억 8,500만원 증가함

◈ 주요 건수(수량) 증감 사유로는

- 사무실과 연구실 신설 및 행정 추진의 필요성에 따른

냉난방기, 노트북컴퓨터, 복사기, 다기능 복사기 외 22건의 신규 물품

구입으로 건수(수량) 증가하였음.

※신설부서 : 청년지원과, 질병조사과(보건환경연구원)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7,249,140 7,368,597 7,525,698 7,667,615 7,920,409

물 품 27,154 29,935 43,295 44,598 56,03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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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2016년도 물품 현재액은 2015년도 비하여 11,44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2015년 잔여 소방교부세 집행으로 인해 소방본부의 정수 물품 구입과 신설

부서 증가에 따른 물품 구입으로 2016년 물품 현재액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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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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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1,812 2,000 0.04 18,101 0.39
일 반 회 계 3,750,312 - - 18,101 0.48
특 별 회 계 714,051 - - - -
기 금 167,450 2,000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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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386,639 3,649,917 3,779,952 4,040,285 4,631,812
출자금 (B) - - - 1,225 2,000

출자금 총액 (C) - 130,176 130,176 130,401 133,401
출자금 비율 (B/A) - - - 0.03 0.04
출연금 (D) 27,227 31,924 39,049 28,144 18,101

출연금 비율 (D/A) 0.80 0.87 1.03 0.70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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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225 2,000

27,227
31,924

39,049

28,144

18,101

0.80 
0.87 

1.03 

0.70 

0.39 

0.03 
0.04 

 -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00
 1.10

0

10,000

20,000

30,000

40,000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자금 출연금 출연금 비율 출자금비율

(단위 :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000

중소기업육성
기 금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2,000 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금

출연금

소계 18,101

일반회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70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장품 전시 홍보
판매관 운영 출연금

일반회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2,982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
산업엑스포 출연금

일반회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365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IO KOREA 2016
사업 출연금

일반회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3,000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제천국제한방바이
오산업엑스포 출연금

일반회계 (재)오송바이오진흥재단
250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BIO Festival 2016
출연금

일반회계 (재)충북문화재단 1,400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충북문화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재)충북연구원
2,750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일반회계 (재)충북연구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196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제8조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일반회계 (재)충북인재양성재단 620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설
립및운영지원조례제7조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420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
원 출연금

일반회계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40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
(재)충청북도문화재연
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500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
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충 북 신 용 보 증 재 단 1,196
충북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

한조례 제2조
2016년도 햇살론
출연금

일반회계 한 국 지 방 세 연 구 원
102

지방세법 제146조, 지방세
법시행령 제114조제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0
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경영지도법인지방공기업
평 가 원 6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일반회계 한 국 세 라 믹 기 술 원
1,000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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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192 10,249 392,115 48,661

출자

기관

소 계 10 375 346 3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식회사 10 375 346 3

출연

기관

소 계 1,182 9,874 391,769 48,658

충북신용보증재단 32 2,990 165,177 15,491

충북인재양성재단 5 620 77,057 18

(재)충북학사 35 2,310 5,527 704

충청북도청주의료원 574 - 25,607 11,630

충청북도충주의료원 318 - 18,506 4,563

(재)충북문화재단 12 744 30,909 2,826

(재)충북연구원 93 2,750 13,136 2,366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9 40 5,684 508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50 - 24,511 8,588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34 420 25,654 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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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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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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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 충북지역개발기금 4 777,342 734,104 25,261 14,209 11,052 　

공사 충북개발공사 84 433,584 220,589 145,719 126,884 18,835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충북지역개발기금 7,803 8,923 8,263 10,449 11,052

공사 충 북 개 발 공 사 16,323 4,958 7,917 10,891 18,835

◈ 충북개발공사 당기순이익은 2014년 79억원, 2015년 109억원, 2016년 188억원을 달성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8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