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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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3,913,310 3,947,151 33,841

통합부채 357,164 288,930 ∆68,234

유동부채 193,481 78,089 ∆115,392

장기차입부채 151,603 184,061 32,458

기타비유동부채 12,080 26,780 14,700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거제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6개로 공사 1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

상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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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

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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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3,589,026 3,686,818 97,792

부채(B) 55,108 54,524 △58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54 1.48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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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  

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01,789 23,559 478,230 4.93 512,307 22,343 489,963 4.56

직영

기업

소 계 433,440 17,099 416,341 4.11 445,570 15,973 429,597 3.72

상수도 154,634 16,790 137,844 12.18 159,487 15,592 143,896 10.84

하수도 278,806 309 278,497 0.11 286,083 381 285,702 0.13

공사

공단

소 계 68,349 6,460 61,889 10.44 66,736 6,370 60,366 10.55

거제해양관광

개발공사
68,349 6,460 61,889 10.44 66,736 6,370 60,366 10.55

☞ 직영기업과 공사 모두 신규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이에 직영기업의 부채비율이 2017년 대비 0.39% 감소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거제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금을     

운용하고 있어 부채비율이 높지만 향후 상업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통해서 해소할   

것입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30,157 295,610 34,547 854% 261,808 228,039 33,768 675%

출자

기관

소 계 317,384 295,288 22,096 1.336% 248,684 227,645 21,039 1.082%

거제빅아일랜드

피에프브이(주)
309,684 290,584 19,100 1.521% 240,983 222,934 18,049 1.235%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7,700 4,704 2,996 157% 7,701 4,711 2,990 157%

출연

기관

소 계 12,773 322 12,451 12% 13,124 394 12,729 3%

(재)거제시

문화예술재단
2,908 318 2,591 12% 3,481 380 3,101 12%

(재)거제시

희망복지재단
9,865 4 9,860 0.04% 9,643 14 9,628 0.14%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

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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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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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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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우리 시,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우리 시,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우리 시,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은 없습니다.

계약상 약정 

우리 시, 계약상 약정 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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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7,793 △5,192 0 5,192 32,601

일 반 회 계 22,675 △5,192 0 5,192 17,483

특

별

회

계

소 계 15,118 0 0 0 15,118

공기업특별회계 13,118 0 0 0 13,118

기타특별회계 2,000 0 0 0 2,000

기 금 회 계 0 0 0 0 0

☞ 거제시 부채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채는 작년과 동일하나 일반회계       

부채를 52억원 상환하여 2017년 대비 326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65,730 55,138 45,095 37,793 32,601

인구수 248,287 255,828 257,183 254,073 250,516

주민 1인당채무(천원) 265 216 175 149 13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12,100 11,700 14,800 15,900 17,000

발행액(B) 3,114 8,114 12,758 2,958 0

발행비율(B/A*100) 25.74 69.35 86.20 5.38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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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우리 거제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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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 우리 거제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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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별첨 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 우리 거제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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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847 460 497 37 5,306

일 반 회 계 4,839 460 497 37 5,298

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8 0 0 0 8

기금회계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4,609 4,609 4,609 4,847 5,30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