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부채 채무 채권 / / 

통합부채 현황4-1.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출자 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산청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년 결산 순계기준▸ 

우리 산청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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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4-2.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 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 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 공기업 특별회계 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자산(A) 2,393,516 2,460,646 67,130

부채(B) 13,297 12,767 -53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6 0.5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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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ancheon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58&key=509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해당사항 없음4-3. : 

출자 출연기관 부채 현황 해당사항 없음4-4. · : 



우발부채 현황4-5.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 ｣ ｢
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의 전체 ｣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자기관 간 상호 보증 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 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해당사항 없음

계약상 약정 해당사항 없음



지자체 채무 현황 해당사항 없음4-6.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192 - - - -

36,071 36,098 36,340 35,952 35,417

5 - -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인당 채무 비교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4-7. 

단위 백만원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일시차입금 현황 해당사항 없음4-8.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해당사항 없음4-9.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 등 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이란BTL( )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 ,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수익형 민자사업 란 B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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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BTL※ 

반면 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BTO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이행현황 별지 참고4-10. · : 7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 조의 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 」 
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 현황 해당사항 없음4-11.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채권 현황4-12.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