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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단위 : 백만원, 1인당 채무액 :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
(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03,887 -12,143 46,280 58,423 191,744 650,082 295

일 반 회 계 130,709 -18,592 35,380 53,972 112,117 650,082 172

특

별

회

계

소   계 73,178 6,449 10,900 4,451 79,627 650,082 122

주택사업특별회계 1,830 0 0 0 1,830 650,082 3

상수도특별회계 58,348 -3,451 1,000 4,451 54,897 650,082 84

하수도특별회계 13,000 9,900 9,900 0 22,900 650,082 35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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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주민1인당 채무 :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채무현황(백만원) 224,583 221,978 199,969 203,887 191,744

인구수(명) 635,007 641,525 645,894 648,863 650,082

주민1인당채무(천원) 354 346 310 314 295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09년도는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세수결함 보전을 

위해 불가피 지방채 325억원을 발행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지원

하여 채무규모가 전년대비 248억원 증가되었고,

  ☞ 2011년도는 시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30% 조기상환 및 

     상환대비 축소발행으로 전년대비 220억원의 채무를 감소하였으며,

  ☞ 2012년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공기업 특별회계 맑은 물 공급사업 10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0억원 등 발행으로 전년대비 39억원이 증가되었음.

  ☞ 2013년도는 지방채를 맑은물공급사업 10억,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등에 99억원

     총 109억원을 발행하였으나, 109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전주시가 지방채 규모가 

     2,000억원 미만으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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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채발행한도액(A) 57,100 63,400 37,200 32,900 17,700

발행액(B) 43,150 20,900 28,100 29,000 10,900

발행비율(B/A*100) 75.57 32.97 75.54 88.15 61.5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증  감 비고

부채(A) 393,480 342,616 △50,864

자산(B) 8,898,713 9,059,862 161,149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4.42 3.78 △0.64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

유동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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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

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증  감 비고

합  계 22,822 21,972 △850

BTL 임대료 12,022 12,022 0

BTO 운영비 10,800 9,950 △850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74,628 21,972 5,952 595 15,425

BTL 

사업
하수관거사업 132,428

’10.06

~’30.05
12,022 5,952 595 5,475

BTO 

사업
전주 하수처리장
3단계증설사업

42,200
’04,12

~’24.11
9,950 9,950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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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일시차입금 현황, 4-5. 보증채무 현황은 우리 시 해당없음.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전주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95,607 554,928 35.25 198,717 605,440 32.82

직영

기업

소  계 194,890 554,152 35.17 198,071 604,654 32.76

상수도 59,327 193,270 30.70 55,800 216,885 25.73

하수도 135,563 360,882 37.56 142,271 387,769 36.69

공사

공단

소  계 717 776 92.45 646 786 82.28

시설관리공단 717 776 92.45 646 786 82.28

 ▸ 2013년, 20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주 요인

    ◦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450억 발행) 및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지곡배수지 건설(22억)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 하수도 특별회계 부채 주 원인

    ◦ ㎥당 원가 844원의 하수도요금을 398원(요금현실화율 47%)에 공급

    ◦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액 229억원

    ◦ BTL 하수관거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부채 금액

으로 계상하여 부채비율이 높음

   ☞  시설관리공단 부채 주 원인

    ◦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관리 운용하는 공기업으로 전주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교부 받고, 사업수익은 전주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므로 금전상 

상환의무를 지닌 외부차입, 공단채, 민간출자 등 부채의  발생은 일체 없음.

    ◦ 단, 결산일(12/31)기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대행사업비 반납금(예산 집행잔액) 

및 신용카드 미결제액, 수입금 미납부액 등 집행 잔액을 결산회계 대차

대조표상 부채로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