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

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16,128,127 16,728,125 599,998

통합부채 2,523,520 2,587,339 63,819

유동부채 1,062,982 1,057,964 △5,018

장기차입부채 1,150,243 1,238,478 88,235

기타비유동부채 310,295 290,897 △19,398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1개로 공사 1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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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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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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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444,100 507,400 63,3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39,100 302,400 63,300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205,000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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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강원도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주)

108,960
2006.7.27.~

2036.7.26.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수입

미달분(79.8%) 지원

- 302,400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214,941

강원도
재매입

약정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엘엘개발

(주)
205,000 -

2012~

2020

약정에 따른 

지급사유(기한이익

상실) 발생할 경우 

환매대금 지금

강원도

(내부거래)
매입확약

동해제3일반

산업단지

(송정지구)

조성사업

강원도

개발공사
9,941 -

2008.2.~

2010.5.

동해송정일반 

산업단지 준공 후 

미분양 용지를 

강원도가 매입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
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6.5 75 100

분

석

항

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2 16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9 11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9 1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4 4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 16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5 11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3.5 4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 1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타 회계 의존율 및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은 양호하나, 기금 정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등은 개선 필요성이 있음.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강원도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1.64% 2.98% 2.98%

2. 경상수지비율 73.86% 75.57% 75.57%

3. 관리채무비율 13.78% 10.91% 10.91%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2.75% 61.51% 61.51%

5. 통합유동부채비율 63.86% 29.59% 29.59%

6. 공기업부채비율 231.29% 107.29% 107.29%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7% 3.67% 3.67%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5.55% 22.75% 22.75%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10.33% 9.09% 9.09%

9. 경상세외수입비율 0.29% 0.53% 0.5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3.19% 9.03% 9.03%

10. 지방세징수율 98.60% 98.63% 98.63%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28 1.0035 1.0035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3% 0.68% 0.6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8.82% 7.68% 7.6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7% 0.10% 0.10%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5.04% 13.03% 13.03%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5000 1.1318 1.1318

14. 지방보조금비율 2.61% 3.00% 3.00%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0.14% -13.06% -13.06%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8% 1.05% 1.05%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1.80% -3.32% -3.32%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4.11% 2.77% 2.77%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8.82% 13.99% 13.9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28% 0.21% 0.21%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52.68% -2.74% -2.74%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42.58% 6.07% 6.07%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지출소요가 크기 때문에, 도 재정건전

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특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절차

를 강화하여, 예산 절감 운영 및 효율화에 기여함

☞ (공기업부채 비율)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조성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알펜시아 공사에 따른 공사채 발행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음. 현재 분양독려,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
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