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결산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은 3,245,353,562,230  원에서

○ 당해년도에 1,176,288,316,000  원이 발행하고

603,940,422,270    원이 상환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17,701,455,960  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Ⅳ. 채무결산 보고서

1. 회계별 현황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
액

계(A-B) 발생액(A) 소멸액(B)

(단위 : 원)

계 3,245,353,562,230 572,347,893,730 1,176,288,316,000 603,940,422,270 3,817,701,455,960

일반회계 지방채무 1,076,800,000,000 140,550,000,000 533,000,000,000 392,450,000,000 1,217,350,000,000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방채무 1,036,053,745,000 471,678,203,720 611,733,260,000 140,055,056,280 1,507,731,948,720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736,592,677,230 △58,612,565,990 58,612,565,990 677,980,111,240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방채무 14,000,000,000 14,000,000,000 14,000,00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79,114,000,000 △10,122,800,000 10,122,800,000 68,991,200,000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무 299,093,140,000 299,093,140,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17,700,000,000 14,855,056,000 17,555,056,000 2,700,000,000 32,555,056,000



2. 회계별·종류별 현황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A-B) 발생액(A) 소멸액(B)

(단위:원)

지방채무 (계) 1,076,800,000,000 140,550,000,000 533,000,000,000 392,450,000,000 1,217,350,000,000

지방채증권 904,000,000,000 △240,000,000,000 240,000,000,000 664,000,000,000

차입금 172,800,000,000 377,550,000,000 530,000,000,000 152,450,000,000 550,350,000,000

일반회계 (지역개발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3,000,000,000 3,000,000,000 3,000,000,000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1,851,760,422,230 416,942,837,730 625,733,260,000 208,790,422,270 2,268,703,259,960

지방채증권 1,036,053,745,000 471,678,203,720 611,733,260,000 140,055,056,280 1,507,731,948,720

차입금 815,706,677,230 △68,735,365,990 68,735,365,990 746,971,311,240

기타특별회계 (지역개발 차입금) (150,000,000,000) (150,000,000,000)

채무부담행위 14,000,000,000 14,000,000,000 14,000,000,000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316,793,140,000 14,855,056,000 17,555,056,000 2,700,000,000 331,648,196,000

지방채증권

지역개발채권 299,093,140,000 299,093,140,000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타 지방채증권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A-B) 발생액(A) 소멸액(B)

(단위:원)

차입금 17,700,000,000 △2,700,000,000 2,700,000,000 15,000,000,000

(지역개발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17,555,056,000 17,555,056,000 17,555,056,000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기금 (지역개발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3. 상환재원별 현황

회계 종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A-B) 발생액(A) 소멸액(B)

(단위:원)

일반회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1,076,800,000,000 140,550,000,000 533,000,000,000 392,450,000,000 1,217,350,000,000

기타

기타특별
회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1,711,705,365,950 556,997,894,010 625,733,260,000 68,735,365,990 2,268,703,259,960

기타 140,055,056,280 △140,055,056,280 140,055,056,280

공기업특
별회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기업수입 부담 316,793,140,000 14,855,056,000 17,555,056,000 2,700,000,000 331,648,196,000

실수요자부담

기타



4.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 (회계별·종류별)

(단위:원)가. 일반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지방채무 합 계 -- 533,000,000,000 0

        차입금

소 계 -- 530,000,000,000 0

SOC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지방채 
발행

2010-06-30 100,000,0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우리은행)

3.77 1년거치 일시상환 지방비부담

2010-12-31 430,000,0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우리은행)

4.11 1년거치 일시상환 지방비부담

        채무부담

소 계 -- 3,000,000,000 0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2009-12-09 3,000,000,000 0 차년도상환 지방비부담

나. 기타특별회계 (단위:원)

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도시철도건
설사업비특
별회계

지방채 합 계 -- 611,733,260,000 0

지방채 증권

소 계 -- 611,733,260,000 0

도시철도건설사업(공
채)

2010-12-31 611,733,260,000 매출공채
매출공채
(도시철도공채)

2.5 7년거치 일시상환 지방비부담

도시개발특
별회계

채무부담 합 계 -- 14,000,000,000 0

지방채무

지방채무



도시개발특
별회계

채무부담

소 계 -- 14,000,000,000 0

월드컵 대교 건설 2009-12-15 3,000,000,000 0 차년도 지방비부담

겸재교 건설 2009-12-15 2,000,000,000 0 차년도상환 지방비부담

강남순환도시고속도
로건설

2009-12-15 9,000,000,000 0 차년도 상환 지방비부담

다.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원)

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

합 계 -- 17,555,056,000 0

소 계 -- 17,555,056,000 0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건설공사

2009-12-15 4,499,983,000 0 차년도 기업수입 부담

영등포(#3공장)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

2009-12-15 4,500,000,000 0 차년도 기업수입 부담

암사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건설공사

2009-12-15 100,000,000 0 차년도상환 기업수입 부담

송배수관 정비 2009-12-15 4,455,073,000 0 차년도상환 기업수입 부담

뚝도정수센터 시설현
대화 및 고도정수처 2009-12-15 4,000,000,000 0 차년도상환 기업수입 부담

지방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