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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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2,665,470 2,789,521 124,051

통합부채 23,708 23,667 ▵41

유동부채 16,435 14,762 ▵1,673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7,273 8,905 1,632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삼척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출자·출연기관 3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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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2,632,226 2,756,544 124,318

부채(B) 23,012 22,934 ▵7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87 0.83 ▵0.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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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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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69,651 10 0.01 83,023 13 0.02

직영

기업

소  계 69,651 10 0.01 83,023 13 0.02

상수도 69,651 10 0.01 83,023 13 0.02

◈ 2014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재무재표상 자산은 전년대비 134억원이 증가한

830억원이며, 부채는 1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채 : 기타유동부채(단기예수보관금) 3백만원,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10백만원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삼척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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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98,626 733 0.7%

출자
기관

(주)블랙밸리
컨트리 클럽

90,030 733 0.8%

출연
기관

소  계 8,596 - 0%

삼척시 향토
장학재단

6,747 - 0%

삼척시 도계
장학재단

1,849 - 0%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의 부채액은 733백만원이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559백만원
- 기타유동부채 : 단기예수보관금 88백만원, 일반미지급금 86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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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삼척시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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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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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81,388 81,847 459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

매입확약 80,600 80,600 -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788 1,247 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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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80,600

삼척시
부지매입

확    약

삼척 소방방재

산업단지

조성공사

강원도

개발공사
80,600 -

2009.

12.07

삼척 소방방재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확약

(2011.8.16 원전

예정구역지정에

따른공사중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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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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2,507 3,917 1,400 - -

인구수 72,046 72,312 72,463 73,023 72,314

주민1인당채무(천원) 35천원 54천원 19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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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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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중앙정부 차입금 14억원을 상환완료 함으로써, 2013년 이후 삼척시의 채무액은
없으며, 따라서,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없습니다.

◈ 우리시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채무액 524억원보다 524억원이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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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20,000 18,300 16,500 12,100 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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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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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

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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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삼척시는 민자

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 BTL(임대형 민자사업)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BTO(수익형 민자사업)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해당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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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