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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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부채는 유사단체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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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2,135,874 2,195,851 59,977

부채(B) 16,940 16,191 △74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79 0.74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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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02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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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0,967 193 10,774 1.79 11,275 - 11,275 0

출연

기관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10,967 193 10,774 1.79 11,275 - 11,275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

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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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유사단체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 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

어서 이루어짐). 우리 진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7 △14 0 14 84

일 반 회 계 97 △14 0 14 84

※ 지방채무는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1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9,619 125 111 97 84

인구수 31,765 31,219 30,715 31,227 30,066

주민 1인당채무(천원) 303 4 4 3 3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7,400 8,300 10,000 22,400 25,3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지방채를신규지방채로대체발행하는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한시적으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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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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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민자

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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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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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정선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 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258 △152 26 178 3,105

일 반 회 계 2,775 △172 0 172 2,603

특

별

회

계

기초생활보장자활기금특별회계 84 △1 0 1 84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44 21 26 5 365

간척사업특별회계 54 0 0 0 54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3,861 3,352 3,431 3,258 3,10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