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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65,209 2,017,597 814 128,562 94 60,699 365,929 2,085,459

토지 28,167 1,191,516 587 62,316 69 59,170 28,685 1,194,662

건물 543 277,542 28 62,764 5 976 566 339,330

입목죽 168,816 16,853 0 0 0 0 168,816 16,853

공작물 167,219 517,538 195 3,245 0 0 167,414 520,783

기계기구 199 7,962 0 0 0 0 199 7,962

무체재산 231 4,857 0 0 0 0 231 4,857

용익물권 11 792 1 140 1 96 11 836

회원권 23 536 3 96 19 456 7 176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632 10,775 66 606 20 166 1,678 11,215

구 매 1,695 11,034 66 606 1 59 1,760 11,581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63 -259 0 0 199 107 -82 -366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715,725 1,787,975 1,870,143 2,017,597 2,085,459

물 품 9,566 10,331 10,439 10,775 11,21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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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광양시의 202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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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416 0 0.0% 4,480 0.4%
일 반 회 계 903,821 0 0.0% 4,480 0.5%
특 별 회 계 182,172 0 0.0% 0 0.0%
기 금 36,423 0 0.0% 0 0.0%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749,603 791,402 967,412 1,190,330 1,122,41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4,925 6,756 3,741 1,765 4,480

출연금 비율 (D/A) 0.66% 0.85% 0.39% 0.15% 0.4%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4,480

일반회계
(재)광양시사랑

나눔복지재단
296

광양시사랑나눔

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조례

2021년도 (재)광양시사랑

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운영지원) 지급

일반회계
전남신용

보증재단
200 지방재정법 제18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Sunshine 특례보증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광양시어린이

보육재단
500

광양시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

2021년 재단법인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예산

출연

일반회계 (재)백운장학회 200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21년 (재)백운장학회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재)백운장학회 105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21년 (재)백운장학회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전남신용

보증재단
289 지방재정법 제18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

보증재단 자치단체

출연금 집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5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년 전라남도 관광진흥

기금 광양시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715 지방재정법 제18조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출연금

(1차년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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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소 계 59 1,101 36,011 1

출연

기관

백운장학회 17 305 24,077 0

사랑나눔복지재단 25 296 7,224 1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17 500 4,7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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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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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

광양시
공영개발 2 131,067 0 56 231 -175 대상기관

아님

광양시
상수도 51 145,795 1 15,015 15,375 -361 나

광양시
하수도 52 355,099 21 9,929 -30,478 -20,549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직영

광양시
공영개발 -842 35 -101 -80 -175

광양시
상수도 -844 -405 969 1,493 -361

광양시
하수도 -15,997 -18,567 -22,568 -22,545 -20,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