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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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480,753 1,541,341 60,588

통합부채 27,358 26,376 △982

유동부채 21,550 21,012 △538

장기차입부채 4,050 2,700 △1,350

기타비유동부채 1,757 2,664 907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영양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 1개, 출연기관 2개를 포함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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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1,467,135 1,528,618 61,483

부채(B) 9,873 9,946 7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7% 0.65%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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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

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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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51 17,485 122.56 30,795 16,399 113.91

공사
소  계 31,751 17,485 122.56 30,795 16,399 113.91

영양고추
유통공사 31,751 17,485 122.56 30,795 16,399 113.91

☞ 2016년에는 2015년 보다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영양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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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4 0 0.01 5,256 31 0.59

출연

기관

소  계 5,194 0 0.01 5,265 31 0.59

영양군인재
육성장학회 5,144 0 0.00 5,149 0 0

재단법인 영양
축제관광재단 50 0 0.52 107 31 40.60

☞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경우 장학금 기탁 등으로 자산이 2015년 보다 증가하였으며,

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의 경우 2015년에 설립되어, 영양군의 각종 축제 추진

으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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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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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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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16,368 15,800 △56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6,368 15,800 △568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2016 15,800 -

지 방
공 사
공 단

영양고추
유통공사

2016. 6 보증채무 영양고추
유통공사 8,800 - 농협은행

고추재배
계약사업
자금

영양고추
유통공사 2016. 9 보증채무 영양고추

유통공사 7,000 - 농협은행 일반사업
자금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채무부담행위가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약상 약정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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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양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400 -1,350 0 1,350 4,050

일 반 회 계 5,400 -1,350 0 1,350 4,050

☞ 우리 군의 지방채는 2016년 한 해 동안 13.5억원을 상환하였으며, ‘17년~’19년 

동안 매년 13.5억원을 상환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15,100 8,200 6,800 5,400 4,050

인구수 18,208 18,297 18,197 17,898 17,713

주민 1인당채무(천원) 829 448 374 302 229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에는 지방채 55억원 조기상환, ‘14년~`16년에는 매년 약 14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여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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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9,300 5,500 6,700 6,400 6,8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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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군은 2011년 이후 지방채 발행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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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하며, 우리 군의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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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하며, 우리 군에서 민자사업

으로 인한 재정 부담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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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나,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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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영양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16,368 -568 21,300 21,868 0 15,800

일반회계 16,368 -568 21,300 21,868 0 15,80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25,222 223,271 214,390 228,251 246,973

보증채무현재액 20,160 19,366 15,952 16,368 15,800

비율 8.95% 8.67% 7.44% 7.17% 6.4%

☞ 보증채무현재액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년에는 영양

고추유통공사 출자금지원으로 보증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5,800 15,800

1
영양고추유통
공사출자금지원

8,800 2017-04-19
영양고추
유통공사

2016.6.16.
~2017.4.19.

8,800 농협은행

2
영양고추유통
공사출자금지원

7,000 2017-09-09
영양고추
유통공사

2016.9.9.~
2017.9.9.

7,000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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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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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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1 -83 83 167 1,998

일 반 회 계 1,811 -57 0 57 1,754

특
별
회
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270 -26 83 110 244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2,346 2,234 2,136 2,081 1,99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