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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08,272 1,355,362 4,746 203,431 333 11,314 512,685 1,547,479

토 지 26,321 245,466 935 34,387 325 11,285 26,931 268,569

건 물 413 232,246 15 23,871 2 18 426 256,100

입 목 죽 397,853 10,259 23 1,557 0 0 397,876 11,816

공 작 물 17,337 865,588 3,773 143,616 6 12 21,104 1,009,192

기계기구 113 1,225 0 0 0 0 113 1,225

무체재산 75 544 0 0 0 0 75 544

유가증권 66,160 33 0 0 0 0 66,160 33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에서 공유재산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53 4,485 116 3,169 11 53 758 7,601

구 매 486 3,173 97 2,576 0 0 583 5,749

관리전환 0 0 2 21 0 0 2 21

양 여 3 74 1 2 0 0 4 76

기 타 164 1,238 16 571 11 53 169 1,755

▸ ’20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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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1,002,635 1,143,738 1,239,406 1,355,362 1,547,479

물 품 6,445 6,446 6,431 4,485 7,60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20년도에 토지 및 건물 외 4,746건 (2,034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 외 

333건(11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5,47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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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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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예천군의 2020년도 출자 출연금 집행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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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117 0 0 4,987 0.86

일 반 회 계 520,031 0 0 4,987 0.96

특 별 회 계 51,997 0 0 0 0

기 금 5,089 0 0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429,181 460,311 479,251 487,443 577,11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33 33 33 33 3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135 968 961 1,456 4,987

출연금 비율 (D/A) 1.43 0.21 0.20 0.30 0.8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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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기존 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의 정관 변경을 통한 출연기관 출범으로 출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 단체명 금액 근거
(법 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4,987

일반회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50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경북신용보증재단 300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1,121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20년도 
지역교육지원사업 
출연금  교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18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300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추가 납부

(재)예천문화관광재단 3,000
예천군 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예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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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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ㆍ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6 4,147 12,828 38

출연

기관

소계 36 4,147 12,828 38

재단법인예천문화관광재단 20 3,000 2,267 2

예천군민장학회 16 1,147 10,562 36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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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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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
상수도 9 110,256 13 8,701 12,101 -3,400 해당없음

하수도 6 87,502 37,846 5,121 10,215 -5,094 해당없음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20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직영
예천상수도 - - - 3,477 -3,400

예천하수도 - - - -2,937 -5,094

☞ 예천상수도는 상수도 급수수익 등 매출액 4,524백만원과 영업 외 수익 4,177백만원을 

합하여 총 수익이 8,701백만원이고, 정수비 등 매출원가는 11,804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295백만원, 영업외비용 2백만원을 더한 총 비용은 12,101백만원으로 당기순손실 3,400

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천하수도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인 매출액 983백만원과 영업 외 수익 4,137백만원을 

더하여 총 수익이 5,120백만원이고, 처리장비 등 매출원가 8,337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369백만원, 영업외비용 1,508백만원을 더하여 10,214백만원으로 당기순손실 5,09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