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 국내 지방채 제도 및 시 장현황

1. 지방채의 의의 및 종류

가 . 지방채의 의의 및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

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의하여 충당된다. 그러나 대규모 건설사업, 지

방공기업의 설비투자, 재해복구 등의 경우에는 경상적인 수입으로서 필

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때 지방자치단

체는 차입에 의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

게 된다. 지방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게 된다4).

광의의 지방채(local d ebt)란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

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외부자

금조달에 의하여 보충하고 복수회계년도에 걸쳐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는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등이

있으며, 협의의 지방채(municip al bond)는 일시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를

제외시킨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채의 개념을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협의로 개념으로 정의하여 지방채와 차입금으로 구분, 증권발행만을

지방채로 보기로 한다.

지방채는 국채와 함께 공채(p u blic bon d s)의 일종이며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된다. 동시에 지방채는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공

공서비스의 제공과 공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공적기능을 갖고 있

4) 국내 지방채 제도의 개요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효(1998.12),

p .29-33 ; 조기현, 『지방채제도의 운영·관리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

원, 1996, pp .4-25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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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

어야 하는, 여타 금융자산과 경합관계에 있는 금융상품에 불과하다는

특성이 있다.5)

지방채가 국채와 비교해 보면 국채는 경기조절수단 또는 통화신용창

출수단으로 발행되는데 비하여 지방채는 대부분 재원부족을 보충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발행된다. 즉, 지방채는 사업적 성격이 강

한 반면에 국채는 정책적 측면이 강한 재원이라는 점이다. 또한 국채의

경우는 그 채권을 내국인들이 보유하게 되고 그 원리금은 외부에 유출

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지방채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 혹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자금을 도입할 수 있어 당해 지역으로 보아서는 외국채의 발행과 유

사한 효과를 가진다.

다음으로 지방채가 지방세와 다른 점은 지방세는 법령에 의하여 강제

로 부과하고 징수되는 데 비하여 지방채는 그 구입여부가 원칙적으로

구입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은 지방채 수입보다

확실하지만 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

므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채

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소비와 생산능력, 즉 미래소

비의 증대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부담하는 장기

에 걸친 채무를 말한다.

현재 국내의 지방채 발행을 살펴보면 발행주체는 248개 지방자치단

체6)이며, 발행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사업의 경비조달

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채행위7)와 더불어 자금이 조달되는 방식에

의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과세권을 담보로 하고 있고,

5) 조기현, 전게서, pp8-9.

6)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로 이루어져 있다.

7) 채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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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기간은 1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며, 발행형식은 증서차

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태로 이루어진다.8)

국내 지방채의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①항과 지

방재정법 제8조 ①항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의2∼제20조를 들

수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고 하여 기채승인제를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지방채발행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법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

써 따라 건전 재정을 근간으로 비모채주의 원칙을 채택하되, 일정한 경

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조에서는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하여 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중심으로9) 지방채의 발행대상, 지방채

의 종류,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 증권의 발행 및 증권의 발행 등에

대해 살펴본다.

8) http :/ / www .mogaha.go.kr/

9)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채를 협의로 정의하여 지방채와 차입금으로

구분, 증권발행만을 지방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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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방채의 기능 및 종류

1) 기능

지방채의 기능은 첫째, 지방재정 조달기능의 수행이다. 지방자치단체

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초기에 많은 재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면서 그

편익은 장기적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복구비용은 경상수입

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세율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에는 세법개정, 조세저항, 경제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다른 부문의 지출삭감이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

으므로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재원을

지방채로 마련하고 분양금이나 사용료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러

한 지방채는 수익채(rev en u e bon d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담의 공평화 기능이다.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

장 등과 같은 내구적 공공재의 편익은 미래 세대에게도 배분된다. 이러

한 시설의 비용을 모두 지방세로 충당한다면 편익과 부담간에 대응성이

없어져 세대간 불공평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공평은 지방채에 의한 자

금조달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정사업을 완료한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간에도 불공

평이 발생한다. 현재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장래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세 부담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타

당성이 없다.

셋째, 적자재정의 보전기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시 구조수단

의 일환으로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일정을 바꾸거나 높은 이자율로 발행한 지

방채를 낮은 이자율의 지방채로 차환하는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기도 한

7



다.

2) 분류

지방채는 사업성격, 발행방법, 자금종류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사업성격에 의해 분류하는 경우 지방채는 一般會計債, 其他特別會計

債, 公企業債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채는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조

달하는 채무로서 도로·교량건설, 청사정비, 재해복구 등의 사업을 위해

발행한다. 기타 특별회계채는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채무

로서 주택 택지개발, 농공단지 공단조성, 상 하수도사업, 신시가지개발,

주차장 설치, 관광휴양단지조성 등의 사업을 위해 발행한다. 공기업채는

공기업특별회계(지방직영기업)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채무로서 상·하수

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지하철건설, 지역개발기금조성사업 등을 위해 발

행한다

발행방법에 의해 분류하는 경우 지방채는 證書借入債와 證券發行債 2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증서차입채는 자치단체가 정부, 공공기관 및 금

융기관 등과 (차입금) 起債契約을 맺고 차입증서를 제출하여 기채하는

형태를 말한다. 증권발행채는 일정한 인수선에 대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여 기채하는 것으로 모집공채10), 매출공채11), 교부

공채12)방법이 있다.

자금종류에 의해 분류하는 경우 지방채는 政府資金債, 地方公共資金

債, 民間資金債 및 借款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자금채는 정부에서 관

리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또는 정부투자기관 자금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이고, 지방공공자금채는 시·도에서 조성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또는

청사정비기금 및 재해복구기금에서 차입하는 지방채이다. 그리고 민간

10)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1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역무를 제공받는 주민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원

인행위에 첨가하여 소화하는 증권을 말한다.

12) 공사대금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증권을 말한다.

8



국내 지방채 제도 및 시장현황

자금채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증권발행방법으

로 차입하는 것을 말하며, 차관은 정부가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

대하는 방법의 공공차관과 민간기관으로부터 직접 도입하는 상업차관이

있다.

그밖에도 응모성격에 의한 분류13),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14), 채무순증

여부에 의한 분류15)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채분류체계도를 보면 <그림1>과 같다.

13) 강제 공채, 임의 공채

14) 시 도채, 시 군 구채

15) 신규채, 차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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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지방채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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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본드

자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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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채의 발행시장

가 . 발행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이외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등 지방채

발행에 있어 건전 재정성을 근간으로 非募債主義 원칙을 채택한다. 그

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 필요한 경

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

다.16)

우리나라에서 지방채발행을 불인정하는 경비로는 소모성 경상비17),

총사업비가 소액인 사업18), 그리고 기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이다.

지방채 발행기준은 크게 지방채 발행에 적합한 사업인가를 판단하는

적채사업기준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가를 판단하는 적채단

체기준으로 구분된다.19) 다만, 이 기준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하수도 공기업사업의 경우에는 기채충당률을 기준

으로 자치단체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방채 발행기준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

16) 지방자치법 제115조

17) 경상적 유지보수비, 일반적 조사비, 소모성 기자재비, 내용년수가 극히 짧

은 시설비 등이 있다.

18) 소액의 기준을 보면, 市·都는 10억원 미만, 인구 30만명이상 市는 7억원

미만, 인구 30만명미만 市의 경우 5억원 미만, 군 및 자치구는 3억원 미만

으로 정하고 있다.

19)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재정상태에 따라 기채의 범위가 제

한되고 있다. 즉, 일정한도 이상의 세입결함이 발생한 단체, 보통세의 세율

이 표준세율에 미달하는 단체, 지방채 허가방침에 의해 제한되는 단체 등

을 들 수 있다.

11



채단체기준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적채사업기준, 그리고 지방공기

업의 기채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適債團體(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의 단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첫째,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

둘째, 채무상환비 비율20)이 20% 이하인 단체

셋째,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비율21)이 -10% 이상인 단체

넷째, 기준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이 기준전년도에 비하여 90% 이상

인 단체 또는 기준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 전 전년도

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

다섯째,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단체

2) 適債事業(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

둘째,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22)

20) 채무상환비율 = 최근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 평균채무액
최근 4년간 평균일반재원 수입액

100

·채무액=지방채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

·일반재원=지방세+보통교부세+경상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21) 실질수지비율

= 실질수지 (형식수지 - 다음년도이월금)
일반재원(지방세 + 보통교부세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100

·형식수지=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 다음연도이월금 = 계속비이월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 보조금집행잔액

22) 여기에는 지방공기업사업(지방공기업법상의 적채사업)과 기타 경영수익적

사업, 출자, 대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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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넷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다섯째,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여섯째,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업

3) 상하수도 공기업사업의 기채기준

상하수도 공기업사업에 있어서는 기채충당률을 기준으로 70%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기채충당률이란 당해사업비중 지방채로 충당하

려는 사업비의 비율로서 기채충당률(%)= (기채조달액/ 당해사업비 총액)

×100으로 표시된다. 다만, 재정취약단체와 사업수입으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단체에 대하여는 60% 이하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나 . 발행 절차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항구적

사업이익, 경영수익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사업을 요건으로 하여 연간계

획(정기분)과 수시계획(추가분)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23) 연간계획

은 익년도의 종합발행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하는 것이고 수시계획은 연

간계획 이외의 불가피한 경우 수시로 수립하게 된다.

우선 연간계획(정기분)을 중심으로 지방채발행계획의 절차를 살펴보

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24)

23) 이는 지방채의 남발을 방지하고 중기재정투자계획과의 연계, 그리고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 등 지방채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다. 이효. pp30-31.

24) 지방채발행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재원의 안정

적인 확보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을 종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단체별·사업별·지방채발행규모·자금의

종류 및 발행조건, 상환조건 등을 확정하는 종합계획이다. 정치환, 「지방채발

행계획제도」, 『지방재정』제12권 2호, 지방재정공제회, 1993,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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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한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

체는 기채승인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 필요시 지방채

를 발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 추가

발행분의 경우 정기분의 절차를 준용하여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계획

을 수립,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게 된다.

<그림 2> 지방채 발행계획의 절차

지 방 채 발 행 계획 수 립 지 침 시 달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지 방 채 발 행계 획 수 립 제출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9.30까지

10.31까지

관 계 부 처에 협 의 요청 ·행정자치부⇒중앙부처

지 방채 발 행 계 획 의 승 인

·시·도지사⇒행정자치부

6월말까지

8.31까지

지 방 의 회 의 결

지 방 채 발 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

·자금 필요시 지방채 발행

자료 : 이효, 전게서, p . 31.

14



국내 지방채 제도 및 시장현황

다 . 지방채 시장규모

1) 발행규모

1970년 대 이후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그 동안 조용하던 각종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공공투자사업을 위

해 각 자치단체들이 각종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지방채가 지방세수입과 세입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차

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방세 수입액의 23 %∼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가 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

9.8 %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연 도 별 지 방 채 발 행규 모
(단위 : 억원, %)

구 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지방채(A) 89 290 1,775 6,165 22,562 40,316 34,231

지방세(B) 331 1,586 7,678 16,546 63,786 153,169 190,768

세입액(C) 1,671 5,584 26,042, 65,946 229,140 470,152 577,553

A/ B(%) 26.9 18.3 23.1 37.3 35.4 26.3 17.9

A/ C(%) 5.3 5.2 6.8 9.3 9.8 8.6 5.9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및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지방채 승인현황은 공기업특별회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

며 그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따라

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지하철사업 등에서 대규모

지방채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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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방채 승인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6 1997 1998

일반회계 6,087 9,516 9,722

공기업특별회계 20.953 19,377 19,053

기타특별회계 9,401 11,419 10,181

계 36,441 40,312 38,956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 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를 사업별로 보면, 지하철·철도사업이 31.6%∼35.1%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개발기금조성 24.8 %∼

26.3%, 상·하수도사업 19.6%∼21.8 %, 기타 사업이 18.3 %∼22.5 %를 차

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채가 주로 지하철·철도, 상하수도, 지역개발

기금조성에 충당되고 있고 그 외에 주택, 도로, 재해대책, 공공시설, 공

업단지조성,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사업별 지방채 발행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1996 1997
지하철·철도 14,155(35.1) 12,292(31.6)

상하수도 8,768(21.8) 7,618(19.6)
지역개발기금조성 10,001(24.8) 10,255(26.3)

기타사업 7,388(18.3) 8,791(22.5)
계 40,312(100.0) 38,956(100.0)

라 . 지방채 잔액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채의 종류를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하

고, 지방채증권에는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차입금의

경우에도 외국정부·국제기구 등 외국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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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2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

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

다26)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채무 수준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997년말에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방채발행이 기채승인

제로 인해 그 동안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고 1997년부터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업차관이 허용됨에 따라 해외채 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국가채무와 지방채무의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1994 1995 1996 1997
GDP(a) 305,970 351,975 389,813 420,987

국가채무(b) 34,431 35,626 36,770 50,454
지방세수입(c) 13,229 15,317 17,396 16,575
지방채잔액(d) 12,965 14,695 16,426 19,071

b/ a 11.3 10.1 9.4 12.0
d/ a 4.2 4.2 4.2 4.5
d/ c 98.0 95.9 94.4 115.0

주 : 국가채무 = 국채+차입금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 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상환기간별로 지방채잔액을 보면 1997년말 기준 만기구조가 1∼5년의

단기채가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그 다음으로는 11년 이상

의 장기채가 36.4 %, 그리고 6∼10년의 중기채가 22.6%를 차지하고 있

다.

2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조

2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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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환기간별 지방채잔액

(단위 : 억원, %)

구분 1995년 말 1996년 말 1997년 말

1년 5,890(4.0) 8,582(5.2) 862(0.5)

2∼3년 11,996(8.2) 7,921(4.8) 8,091(4.2)

4∼5년 47,598(32.4) 56,130(34.2) 69,104 (36.2)

6∼10년 35,835(24.4) 36,172(22.0) 43,191(22.6)

11∼15년 22,376(15.2) 32,758(19.9) 50,200(26.3)

16년 이상 23,258(15.8) 22,156(13.5) 19,263(10.1)

계 146,953(100.0) 164,259(100.0) 190,711(100.0)

자료 : 행정자치부

따라서 상환기간이 짧은 단기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채무구조의 경

직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만기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을 감안하면 채무상환에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채의

장기채 전환 등 채무부담을 완화하는 전략을 통해 채무구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채잔액을 이율별로 보면 95년말∼97년말에 걸쳐 4 %∼6% 이율의

지방채가 50.2%∼52.6%, 7%∼9% 이율이 33.5 %∼35.3 %로 결국 4 %∼9%

의 이율을 갖는 지방채가 전체의 93.7%∼87.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에 3 %이하의 이율은 4 %∼8 %, 10% 이상의 이율은 7.3 %∼10.0%, 그리고

무이자는 0.05 %∼0.07%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율에서는 시중금리

이하로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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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율별 지방채잔액

(단위 : 억원, %)

구분 1995년 말 1996년 말 1997년 말

무이자 107(0.07) 122(0.07) 102(0.05)

1∼3% 5,743(3.9) 8,066(4.9) 15,154(7.9)

4∼6% 74,516(50.7) 86,431(52.6) 95,831(50.2)

7∼9% 51,893(35.3) 57,639(35.1) 63,840(33.5)

10% 10,045(6.8) 10,841(6.6) 12,114(6.4)

11∼15% 4,649(3.2) 1,160(0.7) 3,670(1.9)

계 146,953(100.0) 164,259(100.0) 190,711(100.0)

자료 : 행정자치부

마 . 지방채 제도의 비교

우리나라의 지방채 제도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미국의 지방채제도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수자금을 지

원하여 지방채 발행과 유통을 촉진하는 시스템도 아닌 애매모호한 형태

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채제도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일임하되 과세권이 채무의 담보

가 되는 일반 보증채(General Obligation Bond)에 한하여 발행물량을 제한

하는 부분적인 기채상한제도를 운용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중단, 투자자보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대상사업, 도입조건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상환능력

에 따라 지방채 시장에서 결정하며 그 핵심은 신용평가에 있다. 인수자금

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인수자금의 인수와 같은 직접적 지원보다는 조

세감면채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의존한다.

일본의 지방채제도도 우리와 동일하게 적체단체와 적채사업을 기준으

로 중앙정부가 기채를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방채사업의 대상이 광범위하며 발행 가능한 지방채의 종류도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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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

앙정부는 양질의 공공자금으로 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예컨데, 1997년 현재 정부자금으로 지방채를 인수하

는 비율이 48.3 %에 이르고 있으며 공영공고의 자금까지 감안하면 공공

자금의 인수비중이 60%를 상회한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정부자금과 지방공공자금을 포함한 공공자금

의 인수비중이 1997년말 현재 5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당부분의 지

방채가 강제첨가형식으로 소화한 증권발행채(38.4 %)이다. 정부자금 가운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종 정부관리기금과 재정투융자특별

회계의 융자계정이다. 그러나 정부관리기금 가운데 농수산물가격안정기

금, 국민주택기금 등 일부 기금에만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추

진하고자 하는 SOC사업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27)

우리나라 전체 지방채의 발행액28)은 연간 약 5조원 규모이다.29) 특징

적인 것으로는 첫째, 지방채무의 대부분은 자체수입이 있는 특별회계채

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채무 잔액이 총 14조 2,009억원인데, 그

중 일반회계채 46,328억원(32.6%)과 특별회계채 95,680억원 (67.4 %)으로

구성된다.

둘째로 우리나라 지방채는 종래 증서차입 위주로 발행하였다. 증서차

입은 12조 123억원으로 전체의 84.6%이며30), 증권발행은 2조 1,886억원

으로 15.4 %를 차지하였다.31)

셋째, 광역자치단체(시 도) 중심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넷째, 주로 지역기간사업 투자를 위한 채무32)를 가지고 있다.

27) 조기현, 『지방자치단체 해외자본 도입·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지방행정연

구원, 연구보고서 98-26, 1998, pp8-12.

28) 98. 9월 기준임.

29) 1997년의 경우 승인이 57,410억원, 발행이 53,258억원 이었다.

30) 정부자금 38.1%, 공공자금 32.1%, 차관 8.5%, 민간자금 5.9%

31) 모집공채 7.8%, 매출공채 5.5%, 교부공채 0.8%, 해외증권 1.3%

32) 기간사업별로 살펴보면 지하철 1조 2,035억원( 6.6%), 도로 2조 8,0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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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가 . 지방자치단체 의 채무여건

우리나라의 지방채무는 국가채무와 비교하든, 선진국의 지방채무와

비교하든 전체 규모가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우선 국가채무와 지방채무를 살펴볼 때, 국가채무는 1997년에 GDP의

12.0% 수준인데 비해 지방채무는 3.5 %이다.

<표 7> 국가채무와 지방채무의 비교

(단위 :10억원)

구분 1995 1996 1997
GDP(A) 351,975 389,813 420,987

국가채무(B) 35,626 36,770 50,454
지방채무(C) 11,526 12,629 15,114

B/ A 10.1% 9.4% 12.0%
C/ A 3.3% 3.2% 3.5%

주 : 1998년 9월말 현재 지방채무 잔액：14조 2,009억원

자료 : 행정자치부

외국의 지방채무와 비교하면 일반회계 예산대비 지방채무 잔액비율이

한국의 경우 39.5 %임에 반해 일본은 140%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국민

총생산대비 지방채무 잔액비율은 한국의 경우 3.5 %임에 반해 미국은

9.5 %인 것으로 나타났다.

(15.4%), 상하수도 4조 3,772억원(24.1%), 지역개발기금 3조 9,763억원

(21.9%), 기타(환경시설, 공단 등) 5조 8,164억원(3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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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방채무의 외국과의 비교

구분 한국 외국

일반회계 예산대비

지방채무 잔액비율
39.5%(1997년도)

137.8% (1995년도)
<일본>

국민총생산대비

지방채무 잔액비율
3.6%(1997년도)

9.5%(1993년도)
<미국>

자료 : 행정자치부

나 . 지방재정 위기의 발 생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초기단계인 국내의 경우 경제적·재정적 여건의 변화

를 고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세출의 불균형으로 재정적자가 발

생하고 더 나아가 재정회복에 실패하여 파산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재정위기란 수입·지출간 불균형에 따른 현금

흐름의 지속적인 부족상태, 즉, 유동성위험이 초래되어 채무상환불이행

(d efau lt)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재정파산(b an kru p tcy)은 재정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재정위기가 회복 불가능한 재정상태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33)

재정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각 국가와 시기, 지방자치단체(혹은 지

방정부)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재정위기

발생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인력감축이나 경비절

감 등을 추진하고 다음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금융지원을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미국은 연방파산법에 의한 지방정부의 파산에는 채무조정

33) 어떤 정부가 재정위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없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재정위기의 발현은 파산신청에

의한 연방파산법원의 파산승인 또는 지방정부가 급료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 즉 기본적인 재정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주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재정위기라고 선언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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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통해 대처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위기적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한 일부지역의

기업부도→실업→세수감소→예산부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부족과 함께 채무상환부담이 과중하여 재정

적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로

직결되는 재정력을 나타내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전국

적으로 1992년 69.2 %에서 2000년 59.4 %로 8년 동안 9.8 %(p )하락한 것으

로 나타나는 등 매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군·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도 의 경우 37.9% 군 의 경우

22.0%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우리나라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추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를 보면 전체 248개 자치단체중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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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5개(2 %) 단체에 불과하고 50% 미만이 전체의 78 %인 194개 단

체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참조).

<표 9>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

(단위：단체수, %)

단체수

비율
합 계 시 도 시 군 자치구구성비

(%)

합 계 248 100 16 72 91 69

10%미만

10∼30%미만

30∼50%미만

50∼70%미만

70∼90%미만

90%이상

5
101

88
30
19

5

2
41

35
12
8

2

－

4

4
2
5

1

－

21

22
16
12

1

5
72

10
4

－

－

－

4

52
8
2

3

자료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http :/ / www .m ogaha.go.kr)

따라서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거나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수입기반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머지

않아 재정의 위험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단체의 경우

그동안 상업차관을 비롯한 외채의 비중이 높고 채무부담 수준도 일정기

준을 초과하는 단체가 발견되고 있어 재정위기의 발생가능성은 그만큼

클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 수준이 극히 열악한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와 함께 일반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이

전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금의 삭감이 지

속되면, 가까운 장래에 채무의 지급불능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 채무상환부담 과 적자재정 운용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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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는 기본적으로 지역기업의

도산 및 소득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자동차신규등록 감소 등에 따른 세

원의 감소와 체납세의 증가, 국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정의 감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입의 감소는 경제위기

상황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침체로 인한 수입감소로 세입·세출간 불균형이 발생하면 지방자

치단체는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또는 차입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나, 증세조치는 주민의 조세저항을 초래하므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세입부족을 보충하게 된다. 이 경우 경기침체가 지속되거

나 경기회복이 느리면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인해 예산운용의 경직성이

초래되고 더 나아가 채무상환이 곤란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수

익사업을 이자 및 원금상환의 기반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채권의 경우

당해 수입의 부진으로 적기 상환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만큼 균형예산이 요구되고 부채수준

에 일정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민간투

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34)로 인해 이자율, 물가 등 거시경제에의 영

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35)

적자재정의 운용이 가시화되면 현실적으로 2가지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예산의결 이후에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d eficit-fu n d in g bon d s)하는 것이고, 또 하나

는 회계연도 경과 후에 세입이 세출에 부족한 경우 익년도의 세입을 앞

당겨 사용하는 조상충용제도를 들 수 있다.

34)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소위 불경

기에 적자재정정책을 사용하는 케인즈적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주로 국내자본시장에서 소화된다고 추정하면,

민간자금의 구축효과로 인한 금리상승 등의 영향이 초래될 것이다.

35) 이효, 전게서,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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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정과 지방채보험의 활용

경 제 위 기

지역경제의 침체

·부동산침체

·기업부도

·차량등록감소

·주민소득감소

·체납액증가

·국세수입감소

·긴축예산운용

·구조조정비용

·재정적자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SOC투자수요

·지역경제진흥

·채무부담증대

·단기채증가

·채무구조불안

·이자부담증가

세수감소 국고지원삭감 재정수요증대 채무비용증가

세입감소 세출증대

세입·세출의 불균형

·인건비지급연기

·보상금지급연기

·자금순환장애

·채무상환압력

·경상비절감

·사업연기·중단

·신규사업포기

·투자조정·보류

재정적자(재정압박)

재정위기(채무불이행)

←채무상환연체

지방 채보험 활 용

자료 : 이효, 『지방재정위기에 대비한 지방채 운용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1998.12, p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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