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18)-1. 지방공사ㆍ공단 현황     (단위：원)

구  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총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서울교통공사 2017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제공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1~8호선) 및
부대사업 등

20,999,041,485,107 20,999,041,485,107
(10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1984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락⋅강서⋅양곡시장 및 
서울친환경센터 운영 820,621,771,623 820,621,771,623

(100%)

서울특별시
서울주택
도시공사

1989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과 복지향상에 기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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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7,139,893,7
85

6,787,139,893,78
5

(100%)

서울에너지공사 2016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에너지진단 관련 사업, 
환경·에너지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운영

· 배출권 관련 사업 등

487,987,049,550 487,987,049,550
(100%)



(18)-2. 지방자치단체 출자현황 (단위：원)

구  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총액 지방자치단체 
출자액(비율)

서울시설공단 1983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기여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시립승화원, 
도시고속도로 관리 등

26,435,160,390 26,435,160,390
(100%)

서울물재생시설
공단 2020

물재생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관리․운영사
업 2,000,000,000 2,000,000,000

(100%)

구    분 출자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서울메트로

계 8,582,939,332,576 7,269,025,080,071 1,313,914,252,505

2014 이전 8,069,773,215,496 7,006,469,568,791 1,063,303,646,705

’84, 1,2호선 ’95, 3,4호선 연장구간 (194,526,980,000) ’98, 2,4호선 연장구간 (63,086,000,000) ’00, 상계토지 (23,372,941,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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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출자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2015 75,549,511,280 75,549,511,280 -
2016 329,015,105,800 78,404,500,000 250,610,605,800 ’16, 사당복합환승센터 건립 부지 현물출자 (250,610,605,800)
2017 108,601,500,000 108,601,500,000 -

도시철도공사

계 10,926,873,626,097 4,627,247,789,205 6,299,625,836,892

2014 이전 10,863,063,776,097 4,563,437,939,205 6,299,625,836,892

’97, 5호선 강동구간 (577,495,000,000) 
’98, 5,7,8호선 (2,017,606,000,000)
’99, 8호선 일부구간 (50,327,6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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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석계역 자전거보관시설 현물출자(116,000,000)

2015 18,704,100,000 18,704,100,000 -
2016 18,819,000,000 18,819,000,000 -
2017 26,286,750,000 26,286,750,000 -

서울교통공사

계 32,340,720,484,580 20,289,352,251,200 11,704,455,150,600
’17.5월 이후 15,334,000,000 15,334,000,000 - ’17.5.31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2018 132,281,600,000 132,281,600,000 -
2019 1,017,700,164,434 182,834,500,000 834,865,664,434 19.6~20.12월분 공채(이자) 약정채무 이관

2020 323,912,762,000 -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계 15,425,745,979,073 9,979,451,075,600 5,423,294,582,693 -

2016 이전 818,121,771,623 42,564,525,000 775,557,246,623
´89, 가락시장 (283,733,9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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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출자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2017 2,500,000,000 2,500,000,000 - ´17, 강서시장 유통시설 증축 및 방음벽 건립공사

2018 - - - -
2019 - - - -
2020 - - -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계 6,787,139,893,785 4,866,682,275,300 1,920,457,618,485
2016 이전 5,435,963,755,605 3,675,055,438,300 1,760,908,317,305 ’15, 등촌, 수유동 장기전세주택 부지 (15,857,626,800) 등

2017 184,736,430,000 141,566,452,000 43,169,978,000 ’17, 민관협력형주택 시유지(면목동194-9 등 61필지)  (43,169,978,000) 
2018 219,765,443,150 191,941,663,000 27,823,780,150 ’18,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27,823,780,150) 
2019 489,173,237,030 410,281,194,000 78,892,043,030 ’19, 가양1457-1, 거여12-1, 고척동156, 만리동, 빈집, 신내640 

     임대주택부지(78,892,043,030) 
2020 457,501,028,000 447,837,528,000 9,663,500,000 ’20, 가양동 주택협동조합형 공동주택 (9,663,500,000)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

공사

계 487,987,049,550 84,576,000,000 403,411,049,550
2016 이전 358,462,979,910 - 358,462,979,910 ’16, 토지 (223,297,680,000), 건물(11,795,496,910), 

건물부속설비(652,063,000), 구축물(3,887,419,000), 
열공급설비(118,830,321,000)

2017 - - -
2018 - - -

2019 63,548,069,640 18,600,000,000 44,948,069,640

신정 플랜트건물부속설비(4,377,628,330)
신정 플랜트 토목구조물(41,275,000)
마곡토지(2,848,575,000)
마곡플랜트 건물(4,512,874,030)
마곡플랜트 구축물(1,496,279,300)
마곡플랜트 열공급설비(열원설비)(3,877,034,980)
마곡플랜트 열공급설비(열수송관)(1,319,000,000)
열공급설비 추가취득(23,908,831,000)



(18)-3. 당해연도 공사ㆍ공단별 재정지원 현황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출자연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

계 현금 현물
금액 내역

열공급설비 서부(1,471,410,000)
열공급설비 동부(666,656,000)
전신전화 가입권(4,356,000)
전기가스수도시설 이용권(424,150,000)

2020 65,976,000,000 65,976,000,000 -

서울시설공단

계 26,435,160,390 14,935,000,000 11,500,160,390
2016 이전 26,435,160,390 14,935,000,000 11,500,160,390 ’90, 본사 토지 (3,011,940,000)

’97, 본사 건물 (8,488,220,390)
2017 -
2018 -
2019 -
2020 -

서울물재생시설
공단

계
2016 이전

2017
2018
2019
2020 2,000,000,000 2,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