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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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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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해남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2,552,084 2,744,218 192,134

통합부채 17,348 17,034 △314

유동부채 9,596 8,415 △1,181

장기차입부채 29 26 △3

기타비유동부채 7,723 8,593 870

▸ ‘17년 결산 순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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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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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552,084 2,744,218 192,134

부채(B) 17,348 17,034 -31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8 0.62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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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해남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45 -417 417 29

일 반 회 계 445 -417 417 29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3,172 2,155 1,138 445 29

인구수 77,684 76,981 76,194 75,121 73,604

주민 1인당채무(천원) 41 28 15 6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우리군 채무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상수도 및 농어촌생활용수 관련 채무를 2013연  

도에 220억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주민 1인당 채  

무액은 월등히 적음(현재 화산상마도 도서전화사업 29백만원 채무 존재)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0,100 12,200 14,100 14,100 14,400

발행액(B)

발행비율(B/A*10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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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환

4-8. 일시차입금 현황

우리 해남군의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우리 해남군의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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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우리 해남군의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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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690 15 378 363 6,704

일 반 회 계 4,632 2 2 4,632

특
별
회
계

소   계 2,058 15 375 362 2,072

기초생활보장기금 409 409

주민소득지원기금 1,640 15 375 362 1,654

주택사업 9 9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5,869 6,124 6,399 6,696 6,70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