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채무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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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1,569,437 1,647,611 78,174

통합부채 74,879 81,790 6,911

유동부채 6,193 16,837 10,644

장기차입부채 16,168 13,100 △3,068

기타비유동부채 52,517 51,853 △664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진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진천군 1개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

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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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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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1,569,437 1,647,612 78,175

부채(B) 74,879 81,790 6,91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4.77 4.96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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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진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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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36,885 51,106 59.58 144,519 49,011 51.32

직영

기업

소  계 136,885 51,106 59.58 144,519 49,011 51.32

상수도 56,281 31 0.06 56,590 38 0.07

하수도 80,603 51,075 172.97 87,929 48,973 125.71

☞ 진천군 하수도 공기업은 환경오염 기준강화로 신규 시설투자 사업의 필요성이 높

아짐에 따라 이를 BTL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진천군 하수

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 상의 부채상환계획(20년간)에 따라 

현 BTL관리채무를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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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100,179 100,182 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   

매입확약 100,000 100,000

손실부담계약   -   

책임분양확약 등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소송관련 179 18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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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100,000 69,670

진천군 매입확약

진천산수

산업단지 

개발책임분양

진천산수산업

단지개발㈜
100,000 69,670

2008~

2015

준공 후 

4년경과시점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내부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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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7,021 -2,821 5,800 8,621 14,200

일 반 회 계 11,000 2,000 5,800 3,800 13,000

특별

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6,021 -4,821 - 4,821 1,200

☞ 2013년도 말 지방채무 170억 대비, 2014년도 지방채 발생액은 지역개발기금 차환 

30억,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8억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조기상환(40억)을 하는 등 

86억을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 및 채무 관리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27,526 26,626 18,473 17,021 14,200

인구수 62,094 63,051 63,458 64,606 65,174

주민 1인당채무(천원) 443 422 291 263 218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4,000 11,400 10,400 5,600 6,900

발행액(B) 0 0 0 0 5,800

발행비율(B/A*100) 0 0 0 0 8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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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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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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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2014년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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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천군이 민자

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합  계 5,213 5,696 48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5,213 5,696 483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건 104,893 4,964 3,409 288 1,267

BTL 사업

‘05덕산,이월하

수관거정비임대

형민자사업(BTL)

43,881
‘08.11

~‘28.11
1,913 1,338 288 287

‘06진천,초평하

수관거정비임대

형민자사업(BTL)

61,012
‘10.11

~’30.11
3,051 2,071 0 98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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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계획수립 및 이행현황 확정 시 별도 수시공시(‘15. 하반기 공시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진천군이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