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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채 / 채무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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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10,008,353 10,322,588 314,235

통합부채 326,977 306,178 △20,799

유동부채 62,941 69,028 6,087

장기차입부채 140,725 126,099 △14,626

기타비유동부채 123,311 111,051 △12,260

 ▸ 20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전주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8개로 출자·출연기관 7개, 

    공사·공단 1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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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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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9,917,121 10,230,159 313,038

부채(B) 314,361 289,182 △25,17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3.17 2.83 △0.3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 동 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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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8년 전주시 지방재정공시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전주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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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
(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09,106 185,826 723,280 25.69 933,117 153,888 779,229 19.75

직영

기업

소  계 908,046 185,559 722,487 25.68 932,082 153,646 778,436 19.74

상수도 325,077 49,478 275,599 17.95 325,409 35,899 289,510 12.4

하수도 582,969 136,081 446,888 30.45 606,673 117,748 488,925 24.08

공사

공단

소  계 1,060 267 793 33.67 1,035 242 793 30.52

전주시시설
관리공단 1,060 267 793 33.67 1,035 242 793 30.52

 ▸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상수도특별회계 부채의 주 요인은
    ▸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6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2016년 사업 완료로 추가 

부채요인 감소와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부채비율은 점차 감소할 전망입니다.

 ☞ 하수도특별회계 부채의 주 요인은
    ▸ ㎥(톤)당 원가 886원의 하수도요금을 739원(요금현실화율 83.4%)에 공급하고 있으며,

    ▸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외 4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액 274억원 중 150억

원을 조기상환 등으로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다만, BTL 하수관로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부채금

액으로 계상하여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부채 주 요인은
    ▸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만을 관리․운용하는 

공기업으로 금전상의 상환의무를 지닌 부채로서의 외부 차입, 공단채 발행, 

민간 출자등의 부채의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 「재무재표」상의 부채는 연차유급휴가 미지급비용(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  

예수금(4대보험 보관금 보증금, 12월말일 카드결재분 등),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익(미지급정산반환금)등 일시적인 보관금을 결산회계 재무재표상 부채로 

계상한 결과로 미지급비용 감소를 위해 연차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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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전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
(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1,271 12,349 78,922 15.65 92,494 16,754 75,740 22.12

출

연

기

관

(재)전주문화재단 920 40 880 4.55 1,061 41 1,020 3.98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866 198 1,668 11.87 2,140 211 1,929 10.96

(재)전주인재육성재단 5,969 0 5,969 0 5,969 0 5,969 0

(재)한국전통문화전당 2,897 2,222 675 329.19 2,270 1,672 598 279.55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75,152 8,768 66,384 13.21 76,332 13,875 62,457 22.22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3,598 604 2,994 20.17 3,036 27 3,009 0.89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869 517 352 146.88 1,686 928 758 122.57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급여공제예수금(익월 납부 

예정금), 신용카드 미지급액(익월 자동이체 처리금) 등이 부채로 발생되었습니다.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정부 보조금 미집행액(보조금 반납예정액 포함),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급여 공제 예수금(익월 납부 예정), 신용카드 미지급액

(익월 납부액 및 미도래액), 퇴직급여 추계액(퇴직연금 불입액 차감) 등이 

부채로 계상되었으며 2017.12.31 현재 창업보육센터 증축공사로 인한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부채로 포함되었습니다.

 ☞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경우 연차사업의 사업비 이월액, 급여공제예수금 및 익월 

납부세금, 입주공방 이행보증금, 신용카드 미지급액 등이 부채로 발생되었습니다.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사업비 이월액, 급여공제예수금 및 익월 납부세금, 

매입상품대금(12월분) 등이 부채로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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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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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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7,627 178,232 170,60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7,627 178,232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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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용부담약정 등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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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135,941 178,232

전주시

전주하수처리장 
3단계증설사업

전주개발
(주) 42,200

2004.12
~

2024.11
(20년)

110~90

%
- 4,951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전주리싸이클
링에너지㈜

93,741

2016.10
~

2036. 10
(20년)

수익률

5.99%
- 173,281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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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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원금기준)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64,227 △13,501 23,900 37,401 150,726

일 반 회 계 91,369 9,179 20,900 11,721 100,548

특

별

회

계

소   계 72,858 △22,680 3,000 25,680 50,178 

교통사업특별회계 0 3,000 3,000 0 3,000

상수도특별회계 48,458 △13,680 0 13,680 34,778

하수도특별회계 24,400 △12,000 0 12,000 12,400

  ▸ 지방채무는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17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642억원에서 당해연도 239억원이 

     발생하고 374억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07억원입니다.

  ☞ 일반회계는 완산체련공원진입로 중로개설 35억,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30억 등 20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117억을 상환하여 부채규모가 약간 

증가 하였습니다.

  ☞ 상수도는 맑은물 공급사업 136억원 원금 상환, 하수도는 중앙처리구역 정비사업 

등 120억원 원금 상환으로 부채규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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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191,744 183,172 178,675 164,227 150,726

인구수 650,082 652,877 652,282 651,744 648,964

주민 1인당채무(천원) 295 281 274 252 23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인당 채무액이 232천원으로 유사단체 채무액 81천원보다 151천원이 많으나, 이는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 등 교부세 불교부 단체 및 수도권 주요 도시와  

유사단체로 분류된 영향이 있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17,700 22,400 22,700 25,100 25,200

발행액(B) 10,900 11,400 14,400 6,000 23,900

발행비율(B/A*100) 61.58 50.89 63.44 23.90 9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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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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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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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12,786 19,260 6,474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1,213 11,122 △91

BTO 재정지원금 1,573 8,138 6,56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268,369 19,260 5,100 515 13,645

BTL사업 하수관로
’05BTL 운영 132,428

‘10.06~
‘30.05

11,122 5,100 515 5,507 운영비 
포함

BTO사업

전주하수 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42,200

`04.12~
`24.11

1,492 1,492 민자투자
환수비

전주 종합리사이 
클링타운 조성 93,741

`16.10~
`36.10

6,646 6,646 민자투자
환수비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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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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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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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18~20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2018~2022)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하겠습니다. 

(2018.11월 예정)

◈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17~2021) : 별지 1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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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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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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1 8 3,242 3,234 22,159

일 반 회 계 19,619 △72 2,140 2,212 19,547

기타 특별회계 1,297 26 782 756 1,323

기 금 회 계 1,235 54 320 266 1,289

  ▸ 20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21,841 21,933 21,857 22,151 22,159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