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Ⅵ. 재무제표 첨부서류

2. 채무관리보고서

우리 강릉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은 51,999,600,000원에서

○ 당해연도에 66,218,600,000원이 발행하고

37,147,200,000원이 상환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1,071,000,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계 51,999,600,000 29,071,400,000 66,218,600,000 37,147,200,000 81,071,000,000

일반회계 지방채무 36,220,800,000 33,749,800,000 59,818,600,000 26,068,800,000 69,970,600,000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8,378,800,000 △3,678,400,000 3,678,400,000 4,700,400,0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무 7,400,000,000 △1,000,000,000 6,400,000,000 7,400,000,000 6,400,000,000

2-1. 회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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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계(㉮-㉯) 발생액㉮ 소멸액㉯

지방채무 (계) 36,220,800,000 33,749,800,000 59,818,600,000 26,068,800,000 69,970,600,000

지방채증권

차입금 36,220,800,000 33,749,800,000 59,818,600,000 26,068,800,000 69,970,600,000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8,800,000,000) (△18,800,000,000) (18,800,000,000)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기타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15,778,800,000 △4,678,400,000 6,400,000,000 11,078,400,000 11,100,400,000

지방채증권

지역개발채권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지방채증권

2-2. 회계별․종류별 현황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계(㉮-㉯) 발생액㉮ 소멸액㉯

차입금 15,778,800,000 △4,678,400,000 6,400,000,000 11,078,400,000 11,100,400,000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400,000,000) (△7,400,000,000) (7,400,000,000)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기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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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종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계(㉮-㉯) 발생액㉮ 소멸액㉯

일반회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36,220,800,000 33,749,800,000 59,818,600,000 26,068,800,000 69,970,600,000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기업수입 부담 15,778,800,000 △4,678,400,000 6,400,000,000 11,078,400,000 11,100,400,000

실수요자부담

기타

2-3. 상환재원별 현황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지방채무 합 계 -- 59,818,600,000 0

차입금

소 계 -- 59,818,600,000 0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설 2016-03-15 14,900,000,000 증서차입
정부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2.295 5년거치 10년상환 지방비부담

철도분담금 납부 2016-03-15 10,000,000,000 증서차입
정부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2.295 5년거치 10년상환 지방비부담

포남교 가설 2016-06-30 5,000,0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농협)
2.45 5년상환 지방비부담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2016-03-15 4,000,000,000 증서차입
정부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2.295 5년거치 10년상환 지방비부담

남강릉IC 연결도로 개설 2016-06-30 7,000,0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농협)
2.45 7년상환 지방비부담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2016-12-21 3,200,000,000 증서차입
정부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1.65 5년거치 10년상환 지방비부담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2016-12-21 7,900,000,000 증서차입
정부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1.65 5년거치 10년상환 지방비부담

태풍 루사 수해복구 2016-06-30 600,0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농협)
2.45 3년상환 지방비부담

태풍 매미 수해복구 2016-06-30 3,000,0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농협)
2.45 3년상환 지방비부담

태풍 루사 수해복구 2016-07-29 4,218,6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농협)
2.41 3년상환 지방비부담

    

2-4.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회계별․종류별)

가.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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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무 합 계 -- 6,400,000,000 0

차입금

소 계 -- 6,400,000,000 0

보전지출(공영개발)

2016-06-30 3,600,0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농협)
2.45  6년상환 기업수입 부담

2016-06-30 2,800,000,000 증서차입
민간자금

(농협)
2.45  7년상환 기업수입 부담

나. 공기업특별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