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무 결 산

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 전년 말 현 액         3,176,122,260,140 원에서

○ 당해연 에                 204,123,967,820 원  발행하고

                              414,061,253,280 원  상환되어

○ 당해연 말 현 액       2,966,184,974,680 원 로서

그 내  다 과 같다.



Ⅳ. 채무결산 보고서

1. 회계별 현황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단위 : 원)

계 3,176,122,260,140 △209,937,285,460 204,123,967,820 414,061,253,280 2,966,184,974,680

일반회계 지방채무 681,900,000,000 △366,450,000,000 366,450,000,000 315,450,000,000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방채무 1,428,298,688,720 187,423,000,000 187,423,000,000 1,615,721,688,720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671,831,394,540 △9,957,816,400 9,957,816,400 661,873,578,1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58,868,400,000 △11,122,800,000 11,122,800,000 47,745,600,000

공기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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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36,130,636,880 △9,829,669,060 16,700,967,820 26,530,636,880 26,300,967,820



2. 회계별·종류별 현황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단위:원)

지방채무 (계) 681,900,000,000 △366,450,000,000 366,450,000,000 315,450,000,000

지방채증권 664,000,000,000 △364,000,000,000 364,000,000,000 300,000,000,000

차입금 17,900,000,000 △2,450,000,000 2,450,000,000 15,450,000,000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2,158,998,483,260 166,342,383,600 187,423,000,000 21,080,616,400 2,325,340,866,860

지방채증권 1,428,298,688,720 187,423,000,000 187,423,000,000 1,615,721,688,720

차입금 730,699,794,540 △21,080,616,400 21,080,616,400 709,619,178,140

기타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335,223,776,880 △9,829,669,060 16,700,967,820 26,530,636,880 325,394,107,820

지방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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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지방채증권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단위:원)

차입금 12,300,000,000 △2,700,000,000 2,700,000,000 9,600,000,000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23,830,636,880 △7,129,669,060 16,700,967,820 23,830,636,880 16,700,967,820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기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3. 상환재원별 현황

회계 종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단위:원)

일반회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681,900,000,000 △366,450,000,000 366,450,000,000 315,450,000,000

기타

기타특별회
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2,158,998,483,260 166,342,383,600 187,423,000,000 21,080,616,400 2,325,340,866,860

기타

공기업특별
회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299,093,140,000 299,093,140,000

기업수입 부담 36,130,636,880 △9,829,669,060 16,700,967,820 26,530,636,880 26,300,967,820

실수요자부담

기타



4.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 (회계별·종류별)

(단위:원)가. 일반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나. 기타특별회계 (단위:원)

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도시철도건
설사업비특
별회계

지방채 합 계 -- 187,423,000,000 0

지방채 증권

소 계 -- 187,423,000,000 0

도시철도건설사업(공
채)

2012-12-31 187,423,000,000 사모공채
매출공채
(도시철도공채)

2.5 7년거치 일시상환 지방비부담

지방채무

다.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원)

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

합 계 -- 16,700,967,820 0

소 계 -- 16,700,967,820 0

암사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건설공사 2011-12-13 3,232,693,300

지방공공자금
(채무부담행위) 0 차기상환 지방비부담

지방채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부담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2011-12-13 2,000,000,000 지방공공자금
(채무부담행위)

0 차기상환 지방비부담

강북정수센터 고도정
수처리 시설공사

2011-12-13 4,944,274,520
지방공공자금
(채무부담행위)

0 차기상환 지방비부담

삼성배수지 건설공사 2011-12-13 1,524,000,000
지방공공자금
(채무부담행위)

0 차기상환 지방비부담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 2011-12-13 5,000,000,000

지방공공자금
(채무부담행위)

0 차기상환 지방비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