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채무관리보고서

우리 시․도가 갚아야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은 3,476,975,632,450원에서

○ 당해연도에 831,263,530,000원이 발행하고

563,075,604,470원이 상환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45,163,557,980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회계별 현황

(단위 : 원)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계 3,476,975,632,450 268,187,925,530 831,263,530,000 563,075,604,470 3,745,163,557,980

일반회계 지방채무 520,000,000,000 520,000,000,000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지방채무 2,123,156,740,630 198,581,200,000 730,881,200,000 532,300,000,000 2,321,737,940,630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824,318,891,820 74,606,725,530 100,382,330,000 25,775,604,470 898,925,617,3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9,500,000,000 △5,000,000,000 5,000,000,000 4,500,000,000



2-2. 회계별․종류별 현황
(단위:원)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지방채무 (계) 520,000,000,000 520,000,000,000

지방채증권 520,000,000,000 520,000,000,000

차입금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2,956,975,632,450 268,187,925,530 831,263,530,000 563,075,604,470 3,225,163,557,980

지방채증권 2,053,156,740,630 198,581,200,000 730,881,200,000 532,300,000,000 2,251,737,940,630

차입금 903,818,891,820 69,606,725,530 100,382,330,000 30,775,604,470 973,425,617,350

기타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지역개발채권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지방채증권



(단위:원)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기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2-3. 상환재원별 현황 (단위:원)

회계 종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일반회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520,000,000,000 520,000,000,000

기타

기타특별회
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2,956,975,632,450 268,187,925,530 831,263,530,000 563,075,604,470 3,225,163,557,980

기타



2-4.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회계별․종류별)

(단위:원)가. 일반회계

나. 기타특별회계 (단위:원)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도시철도건

설사업비특

별회계

지방채 합 계 -- 730,881,200,000 0

지방채 증권

소 계 -- 730,881,200,000 0

공사전출금 2017-12-31 470,881,200,000 사모공채
매출공채
(도시철도공채)

1.25 7년거치 일시상환 지방비부담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017-12-15 260,000,000,000 공모공채
모집공채
(공모공채)

2.45 5년거치 일시상환 지방비부담

주택사업특

별회계
차입금

합 계 -- 100,382,330,000 0

소 계 -- 100,382,330,000 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017-12-29 100,382,330,000 증서차입
정부자금
(주택도시기금)

1.8 30년거치 15년상환 지방비부담

지방채무

지방채무



다.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원)

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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