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설립

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14.12.31)
계 초기납입 증좌

사울특별시 상수도 1989 ·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의 공급

· 지방공기업법 제5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정수장 배수지 건설 및 원수의 취수 및 정수

· 상수도 배급수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 요금,시설분담금 및 재수수료 부과 징수

732,393,678,524  3,497,947,542 728,895,730,982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2005

·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

업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및 관리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 지방공기업 수행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

·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181,500,000 - 181,500,000

서울메트로 1981
·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

통수단 제공을 통한 시

민의 복리 증진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

(1~4호선) 및 부대사업 등
8,069,773,215,496 30,700,000,000 8,039,073,215,49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1994

·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

통수단 제공을 통한 시

민의 복리 증진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

(5~8호선) 및 부대사업 등
10,863,063,776,097 2,200,000,000 10,860,863,776,097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983

·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
영으로써 시민의 복리증

진 기여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시립

승화원, 도시고속도로 관리 등 23,500,160,390 23,500,160,390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1984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로 생산

자와 소비자 보호

· 지방공기업법 49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 21조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가락시장, 강서시장)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 

818,121,771,623 1,500,000,000 816,621,771,623

서울특별시 

SH공사
1989

·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

활과 복지향상에 기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5,004,198,294,805 42,672,205,273 4,961,526,089,532

(22) 지방공기업에대한 출자출연보고서

(22)-1. 지방공기업 현황 (단위 : 원)



구    분 출자연도

총출자금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서울특별시 

상수도

계 732,393,678,524 732,393,678,524 -
1964 3,497,947,524 3,497,947,524 -

1998~2001 254,600,315,000 254,600,315,000 -
2013 474,295,416,000 474,295,416,000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계 181,500,000 181,500,000 -
2006 181,500,000 181,500,000 -

서울메트로

계 8,069,773,215,496 7,006,469,568,791 1,063,303,646,705 
1981~1990 1,346,705,381,272 1,010,546,000,000 336,159,381,272 ’84, 1,2호선 

1991~2000 1,835,838,193,100 1,554,852,272,000 280,985,921,100 ’95, 3,4호선 연장구간 (194,526,980,000) /  ’98, 2,4호선 연장구간 (63,086,000,000) 

’00, 상계토지 (23,372,941,100)

2001~2010 4,319,835,932,880 3,873,677,588,547 446,158,344,333
’03, 4호선 환승역 시설개선공사 (72,193,525,254) / ’06, 교육문화센터 (43,337,220,150)

’07, 동묘 및 1∼4호선 승강장 편의시설 (129,628,496,296)

’10, 서울역 환승연결통로 설치, 3호선 연장구간(수서∼오금) (200,999,102,633)

2011~2013 186,042,155,000 186,042,155,000 -
2014 381,351,553,244 381,351,553,244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계 10,863,063,776,097 4,563,437,939,205 6,299,625,836,892
1994~2000 3,565,328,601,400 919,900,000,000 2,645,428,601,400 ’97, 5호선 강동구간 (577,495,000,000) /  ’98, 5,7,8호선 (2,017,606,000,000)

’99, 8호선 일부구간 (50,327,601,400)

2001~2010 7,143,263,886,661 3,489,182,651,169 3,654,081,235,492 ’02, 8호선 잠실구간 (17,466,113,693) / ’03, 6,7호선 잔여구간 (3,448,469,260,042)

’07, 승강편의시설등(176,666,504,588) /  ’10, 온수역 인근 시유지 등(11,479,357,169)

2011~2013 128,762,585,000 128,646,585,000 116,000,000 ‘12, 석계역 자전거보관시설 현물출자(116,000,000)

2014 25,708,703,036 25,708,703,036 -

(22)-2. 출자금 현황 

(단위 : 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계 23,500,160,390 12,000,000,000 11,500,160,390
1983~1990 4,011,940,000 1,000,000,000 3,011,940,000 ‘90, 본사 토지 (3,011,940,000)

1991~1997 19,488,220,390 11,000,000,000 8,488,220,390 ‘97, 본사 건물 (8,488,220,39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계 818,121,771,623 42,564,525,000 775,557,246,623
1985~1990 302,865,945,216 19,132,000,000 283,733,945,216 ‘89, 가락시장 (283,733,945,216)

1991~2000 8,432,525,000 8,432,525,000 -

2001~2010 491,823,301,407 - 491,823,301,407
‘07, 강서시장  (546,441,827,762) 

‘08, 법원 판결에 따른 가락시장 현물 출자 감액 (-69,955,839,355)

‘09, 강서시장 외곽폐지도로 (15,337,313,000)

2011~2013 10,000,000,000 10,000,000,000 -
2014 5,000,000,000 5,000,000,000 -

서울특별시 

SH공사

계 5,004,198,294,805 3,259,147,604,300 1,745,050,690,505 　

1989~1990 398,095,772,457 205,467,000,000 192,628,772,457
‘89, 공사창립 현물출자 (82,477,990)

‘89, 중계1단지건설중아파트, 신월월계임대아파트 (9,589,727,283)

‘90, 목동임대아파트, 중계5임대아파트 및 상가, 중계6 유치원 및 상가부지, 중계1,2,3,4단지 

택지 및 상가 (182,956,567,184)

1991~2000 741,473,655,398 715,231,625,000 26,242,030,398 ‘99, 상계부국연립용지, 당산 임대아파트,상계북부 임대아파트 (26,242,030,398)

2001~2010 2,197,149,952,010 1,239,195,780,000 957,954,172,010
‘06, 마장동임대아파트부지 (34,272,504,510)

‘08, 왕십리주상복합부지 (7,622,360,000 )

‘10, 양재동임대아파트 부지, 묵동임대아파트 부지, 재건축임대주택 1,230호 (916,059,307,500)

2011~2013 1,399,327,840,540 833,218,199,300 566,109,641,240 ‘11, 수서1-1,가양8,가양9 임대주택부지 ( 548,294,566,800)

‘13, 문정, 연남, 신정, 갈현 공공원룸주택 (17,815,074,440)

2014 268,151,074,400 266,035,000,000 2,116,074,400 ‘14, 공릉동657-7 기숙사 부지 (2,116,074,400 )



(22)-3. 당해연도 공기업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목적 날짜

총   계 28,366,608,242

서울메트로

846,463,710

335,008,990

건설부채 이자지원

2014.2
257,490,190 2014.4
253,964,530 2014.6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520,144,532

9,402,430

건설부채 이자지원

2014.2
184,441,960 2014.3
7,226,772 2014.4
143,136,660 2014.6
107,624,870 2014.9
68,311,840 2014.1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27,000,000,000

7,000,000,000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 보조금 

2014.4
13,400,000,000 2014.6
6,600,000,000 20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