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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수영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705,677 747,002 41,325

통합부채 11,064 11,050 -14

유동부채 2,465 2,896 431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8,599 8,154 -405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수영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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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703,467 744,481 41,014

부채(B) 11,064 11,050 -1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57 1.48 -0.0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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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수영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210 - 0.00 2,522 - 0.00

출연

기관

소  계 2,210 - 0.00 2,522 - 0.00

재단법인 

수영구장학재단
2,210 0.00 2,522 - 0.0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수영구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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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2016년 말 기준 우리 수영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490 0 0 0 0

인구수 176,666 175,098 178,780 179,795 179,324

주민 1인당채무(천원) 3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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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액 전액 상환하여 2013년  

부터 수영구 주민이 부담하는 채무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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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3,600 1,400 1,400 1,500 1,5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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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2016년 말 기준 일시

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영구는 민자

사업 부담내역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

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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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수영구의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53,787 165,871 191,119 217,270 232,755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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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수영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468 176 234 58 2,644
일 반 회 계 2,324 0 0 0 2,324

특
별
회
계

소 계 134 16 73 58 1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 35 46 11 79

주민소득및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
90 -19 27 47 71

기
금
회
계

소 계 10 160 160 0 170

사회복지기금 10 160 160 0 170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2,439 2,507 2,585 2,468 2,64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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