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

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

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금년 하반기 내 별도 수시공시 예

정 중에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

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금년 하반기

내 별도 수시공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태백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금년 하반기 내 별도 수시공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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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의 통합부채는 금년 하반기 내 별도 수시공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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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백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1,628,743 1,693,466 64,723

부채(B) 58,156 51,884 △6,27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3.57 3.06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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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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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93,880 516 93,364 0.55 94,037 288 93,749 0.31

직영

기업

소 계 93,880 516 93,364 0.55 94,037 288 93,749 0.31

상수도 93,880 516 93,364 0.55 94,037 288 93,749 0.31

☞ 경영성과에 따른 부채증가 내역은 없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예수금으로 인하여

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태백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809 275 5,534 4.98 7,047 226 6,821 3.32

출연

기관

소 계 5,809 275 5,534 4.98 7,047 226 6,821 3.32

태백시복지재단 1,375 275 1,100 25.04 1,423 220 1,203 18.29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4,434 0 4,434 0.00 5,624 6 5,618 0.11

☞ 태백시 복지재단의 경우 요양원 환수금 반환을 운영자금 대여로 인해 부채가 발생

하였으며,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조성으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부채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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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금년 하반기 내 별도 수시공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

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태백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7,000 △7,400 37,000 44,400 29,600

일 반 회 계

(보증채무)
37,000 △37,000 0 37,000 0

일 반 회 계

(지방채)
0 29,600 37,000 7,400 29,600

☞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이행액(1,307억 원) 잔액 370억 원을 2019년도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액 차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지방채(강원도지역개발기금) 370억 원 중

74억원을조기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114,700 72,700 57,700 37,000 29,600

인구수 47,501 47,070 45,888 44,858 43,866

주민 1인당채무(천원) 2,415 1,545 1,257 825 67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2,900 1,700 1,700 4,700 5,8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태백시는 한도액 초과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

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

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의 2019년도 일시차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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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백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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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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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내 별도 수시공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

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태백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

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

권입니다. 우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702 △126 2,955 3,081 3,576
일 반 회 계 3,206 △475 2,583 3,058 2,731

특
별
회
계

소 계 496 349 372 23 845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특별회계 0 0 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76 349 362 13 425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5 0 10 10 5

자활기금특별회계 415 0 0 0 415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0 0 0 0 0

주자창관리

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0 0 0 0 0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3,870 3,807 3,749 3,702 3,57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