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 지방 채의 위 험관리 및 보 험 도 입방안

1. 지방채 발행기준 평가지표

우리나라의 지방채제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기

채승인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

리 나라 지방채 발행기준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기준과 지방

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적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채 발행시 위험관리 측면에서 2가지 분야에 대한 검

토가 중요하다. 즉, 하나는 채무부담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상태의 평가는 기본적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 수준과 채무상환능력에 기초하여 그 적실

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수준의 측정과 채무상환능력, 그리

고 지방공기업의 재정평가지표에 대해 살펴본다.66)

가 . 채무부담수준 의 측정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수준의 측정에는 최적 채무규모를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

지방채 채무를 이론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과 학자들은 채무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기 보다는 지방정

부의 채무부담능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채무부담능력이란 다

른 공공재의 공급수준을 크게 낮추지 않고 원리금을 적시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Mood y' s사 S&P

66) 자세한 분석내용은 이효(1998) pp .6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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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기반, 재정지표, 채무요소, 행정요소 등 여

러부문의 다양한 지표를 통해 채무부담능력을 측정하고 있다.67)

정부의 채무부담능력과 추가적인 차입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채무부담수준의 기본적 개념은 일반적으로 채무액과 채무부담능력의 비

율로 측정된다. 물론 채권발행자의 잠재적인 채무부담능력의 측정은 복

잡하고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채무부담능력의 측

정은 신용평가의 핵심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채무부담 (DB : debt burden) = 채무액(debt )
채무부담능력(debt carring capacit y)

물론 채무부담의 개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채무의 내용을 무엇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가?, 채무부담능력을 무엇으

로 볼 것인가, 채무액이 스톡(stock)개념으로 측정되어야 하는가 또는

플로우(flow )개념으로 측정되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이다.68)

여기서는 이효의 연구결과(1998)69)에 따라 채무부담수준을 측정하면,

1997년 기준 지방채잔액/ 지방세수입 비율 의 경우 전국평균은 76.6%

이고 인천, 서울, 울산, 경기, 대전, 경남도는 100% 이하이다. 반면 제주

도 430.8 %, 대구시 224.5 %, 전남도 215.8 %, 전북도 210.0%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만일 20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들 4개 단체는 채무

부담이 위험수준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채잔액/ 재산세과표 비율 은 전국평균이 5.8 %이었으나

대구시 21.5 %, 제주도 20.2 %, 부산시와 광주시는 각각 11.4 %로 나타나,

10%를 위험수준이라 할 때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

67) 배인명, 「지방채 상환능력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한국행정

학보』, 제31권, 제3호(한국행정학회, 1997 가을호), pp .126-127.

68)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론 및 논쟁은 본 과제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69) 채무액은 스톡개념인 지방채잔액을 사용하고, 채무부담능력은 지방세수입,

재산제 과세표준, 주민세 소득할을 사용하였다. 이효, pp .70-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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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채잔액/ 주민세소득할 비율 은 전국 평균이 436.9%이고,

서울, 인천, 경남, 경기, 대전시는 500% 이하인 반면 제주도 2,120% 대

구시 1,685%, 광주시 1,131%, 전북도 938 %, 강원도 873.0% 부산시는

820.9%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주민세소득할의 10배를 위

험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 대구시, 광주시는 위험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3> 채무부담수준의 측정

구분
지방채 잔액

지방세
(%)

지방채잔액
재산세과표

(%)
지방채잔액

주민세소득할
(%)

서 울 20.8 2.1 108.7
부 산 118.6 11.4 820.9
대 구 224.5 21.5 1,685.7
인 천 17.2 1.5 153.8
광 주 125.3 11.4 1,131.4
대 전 62.9 5.1 476.8
울 산 44.4 - -
경 기 50.9 3.5 321.7
강 원 176.2 8.1 873.0
충 북 166.1 6.4 529.2
충 남 149.4 8.0 752.0
전 북 210.0 8.0 938.8
전 남 215.8 7.3 741.9
경 북 170.0 7.3 587.5
경 남 88.8 3.2 281.2
제 주 430.8 20.2 2,120.1

계 76.6 5.8 436.9

주 1) 지방채잔액은 1997년말(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준

2) 지방세수입은 1997년 결산기준

3) 주민세소득할과 재산세과표는 1996년 결산

4) (시도본청+시군구) 기준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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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채무상환능력 의 평가

1) 원리금 상환부담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하는 기준으로서 원리금상환부담

률(DSR : Debt Service Ratio :)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지표는 경상수입

액에서 지방채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 으로 표시된다.

D SR ( % ) = (지방채원리금상환액/ 경상수입)×100

우리 나라의 시도별 원리금상환부담률을 보면, 대구시는 30.2 %(과거

기준), 54.7%(미래기준)이고 부산시는 29.5 %(과거기준), 48.8 %(미래기준)

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과거기준은 6.3 %인

반면 미래기준은 15.3 %로 향후의 채무상환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표 24> 원리금상환부담률

구분 과거기준(%) 미래기준(%) 구분 과거기준(%) 미래기준(%)

서 울 3.75 4.42 강 원 4.45 3.03

부 산 29.53 48.82 충 북 3.65 4.39

대 구 30.28 54.78 충 남 5.83 8.19

인 천 4.62 3.20 전 북 3.88 5.55

광 주 14.07 18.70 전 남 6.75 8.54

대 전 15.73 16.43 경 북 12.83 10.97

울 산 13.89 11.06 경 남 5.98 4.60

경 기 2.03 2.46 제 주 6.38 15.39

주 1)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시도 본청기준

2) 과거기준은 95-98년의 4년 평균, 미래기준은 99-2002년의 4년 평균

3) 지방채원리금상환액에는 채무부담행위 포함

4) 경상수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자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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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상환부담률의 경우 ICMA가 20%를 초과하면 위험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일본의 기채기준도 20%인 점을 고려하면, 원리금 상환부담

률이 20%를 초과하면 채무상환능력이 위험수준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2) 이자지급부담률

채무상환을 분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준은 이자지급부담률(ISR :

Inter est Service Ratio)이 사용된다. 이 지표는 경상수입액에 대한 이자

지급액의 비중 으로 표시된다.

D SR ( % ) = (이자지급액/ 경상수입)×100

<표 25> 이자지급부담률

구분 이자지급부담률(%) 구분 이자지급부담률(%)

서 울 1.5 강 원 0.6

부 산 5.8 충 북 1.3

대 구 6.0 충 남 0.8

인 천 3.3 전 북 0.1

광 주 6.4 전 남 0.3

대 전 2.7 경 북 1.4

울 산 1.8 경 남 0.1

경 기 0.7 제 주 2.2

시도별 이자지급부담률을 보면, 광주시가 6.4 %로 가장 높고, 대구시

가 6.0%, 부산시는 5.8 %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천

시 3.3 %, 대전시 2.7%, 제주도는 2.2 %를 나타낸다. 미국 대도시의 경우

이자비용/ 세입액 비율 이 2 %-8 %를 초과하면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광주시, 대구시, 부산시는 이

자상환에 있어서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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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채무상환능력에 있어 2개 지표에서 모두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단체는 채무상환능력이 위험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고 1개 지

표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 지방공기업의 평 가지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채무상환능력은 채무상환충족

률(d ebt service cov erage : DSC), 재정건전성은 부채비율을 고려하여

채권발행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DSC란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연간순수익70)의 비율로 정의되며, 이 지표는 사업의 수익금을 상

환재원으로 하여 발행되는 수익채(reven u e bon d )의 발행기준으로서 활

용될 수 있다. DSC가 낮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미래 차입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사업에 대

한 지방채 발행시에는 채무상환충족률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로서 이 비

율을 일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부

채비율을 통해 경영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 지방채 보험의 도입방안

가 . 필요성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경우 다양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

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교부세, 양

여금, 국고보조금, 정부자금융자 등의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지방소

70) 연간순수익=요금수입-유지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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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소비세 등 신세원 발굴과 같은 세제 지원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

체는 국가내의 지방 정부로서 국가와 신인도, 상환능력 등이 연계되어

있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경기침체 상태이나 부도 파산위험이 있는 자

치단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과 마

찬가지로 그 수입원이 불확실하거나 시장경쟁력에 다소 뒤쳐지는 경우

가 있어 파산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절대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선진국

인 미국 혹은 일본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파산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지방채무의 악화예방장치로서의 지방채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채 승인제도는 지방채 승인 심사시 단체별 재정건

전성,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져 무분

별한 채무남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채승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하

는데는 일조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발행물량의 과소 등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선진국에서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도 파산에 이른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서 재정위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대응

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 재정규모의 영세성과 단체간 재정불균형에 귀결된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채발행규모의 비중이 대단히 낮

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71)

향후 점차적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기업의 일반재원만으

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개발수요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지방

71) 조기현, 전게서,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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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와 같은 차입제원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은 자치단체의 건전재

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

립하여 계획적으로 지방채를 승인해야 하며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

한 각종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기업의 안전성을 보완해주고 원활한

지방채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보

험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 지방채 보험시장 진 출방안

미국에서 지방채권은 교육, 공익사업, 주택, 교통, 의료 및 일반 공익

을 위한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주 혹은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에 있어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채권의 발행과 유통에 M BI는 시장을 원

활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미국에서 MBI는 단종보증보험사(monoline bond insurance company)72)의

형태로 운영된다. 복잡한 자본시장의 특성상 모든 시장참여자들은 전략,

전술, 규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 보다 깊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단종보험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채권의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주므로

써 투자자 및 발행자에게 재정적인 안정성과 유동성을 부여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최악의 재정곤란 시나리오 상황하에서도

부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준다.

72) MBI 종목만을 취급한다는 면에서 단종보험사이지만, 성격상 일반손해보험

과는 달리 신용평가 등이 핵심업무인 금융보증보험(financial guaranty

insurance)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보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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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계약체결시 보수적인, 무손실(zero-loss)언더라이팅 기준을 활

용할 수 있도록 신용분석에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셋째, 성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산 혹은 기초 신용평가의 하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넷째, 신용평가기관 이상으로 정확하고 분석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전통적인 보험사와는 달리 단종보험사는 고객의 독특한 니즈에 부응

하는 금융보증증권(fin ancial gu aranty p olicies)을 개발해 왔다. 언더라

이팅으로부터 클레임에 이르기까지 단종보험사업자의 모든 업무는 발행

자와 투자자 집단의 니즈와 기대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적기에

클레임 지불, 잘 훈련된 감독 그리고 전문화된 재보험 관계 형성 등이

다.

이와 같는 측면에서 미국의 단종의 지방채보험사는 일반손해보험사에

비해 채권보험사업을 위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구비하는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미국과는 지방채시장

이 상이하다.

우선 지방채 발행시장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또한 미

발달 상태이다. 또한 지방채 발행자 및 수요자들은 동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보험제도 보다는 중앙정부와의 시스템적 측

면의 개선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위험과 지방채권 발행의 필요성이 제대로 인식되

지 않는 한 아직은 국내 지방채시장에서 지방채보험의 도입은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채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만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방채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진출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73)

73) 지방채보험의 도입은 사실 약관·요율·사업방법서 등의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발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동 보험의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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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과 같이 단종보험사를 신설하여 동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

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육성되어야 할 것

이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가

장 적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지방채 발행물량 자체가 현

재로서는 매우 적고,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하여도 초기에는 그 수요가

충분히 따라주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수지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단종보험사의 형태만으로는 영리

목적의 지방채보험사업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둘째, 현행 국내 보증보험전업사가 상품개발을 통해 지방채보험시장

에 진입하는 것이다. 일반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증상품에 대한 전문성

및 구상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으로는 현실적으로 지방채보험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사항인 보험자

의 신용등급에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보증보험사는 사업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언제든지 지방

채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민영보험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방채보험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회사내 보험사업의 한 부분으로 직접 운

영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여러 민영보험사가 공동으로 지방채보험

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하므로써 참여하거나 재보

험 수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초기 MBIA는 다수의 손

보 및 신용보험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한 대표적인 지방채보험

회사이다.74) 국내 민영보험사는 지방채보험이 보증상품의 특성이 강하

해서는 보험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인수능력, 현실적인 신용평가 등 언더

라이팅 기법, 채권회수 능력, 클레임 실무 등에서 일반손해보험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업자의 지방채보험 시장참여 여부 및 방안에 대

한 논의가 보다 중요할 것이다.

74) 1992년 MBIA의 소유구조를 보면 The Aetna Casualty & Surety Co.(27%),

The Fund American Co.(23.6%), CIGNA Corp .(11.6%), Credit Local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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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 손해보험과는 인수 및 구상에서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

부 선도보험사의 경우 신용상태가 우량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지방채보험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국내 지방채보험시장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 지방채 보험의 도입 에 따른 효과

1) 지방채의 발행적 측면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 자체를 포함하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

제정권이 국회에 있고, 지방재정을 뒷받침해야 할 재원의 중요부분을

중앙정부가 조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조정과 궁극적인 보전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존

중하면서도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건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예산편성지침, 투융자심사제

도, 지방채 기채승인제도, 지방재정진단제도, 지방채보험제도 등의 제도

확립이 요구된다.

지방채 발행제도 측면에서 볼 때 적채사업 및 적채기준을 비현실적으

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채권을 제약하고 있고, 이로

인한 발행물량의 과소와 발행주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

어 왔다. 또한 발행금리가 시장실세금리에 비해 심하게 괴리되어 있어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다.75)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방만한 재정운영

과 재정파탄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는 하나 빈약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적극

France, CAELCL S.A.(4.7%), Public(32.9%)이다. 자료 : Michael E. Satz,

"Municipal Bond Insurance", p .577.

75) 조기현, 『지방채제도의 운영·관리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10,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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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이

루어 진다면, 지방채 승인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이라는 관

점에서 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재정의 불안전정을 거대 자금의 민간 원보험자 및 재보험자에게 이

전함으로써 발행기준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부연하면 현재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은

지방재원이 부실하여 건전 재정을 어렵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위협이

많다는 것인데, 이를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 승인제

도에 보험제도를 보완적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지방채 승인제도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존중을 위하여 지나치

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방채 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효

율적으로 기채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 발행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채보험의 도입으로 채권발행자의 발행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절감효과는 보험에 따른 보증이 있음으로서 높은 신용

등급, 예를 들면 트리플 A (AAA)의 채권가격과 보험보증이 없었을 때

의 채권가격의 차액이 보험료보다 클 경우에 나타난다.

2) 지방채의 유통적인 측면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채의 발행과 유통과정을 개선하여 지방채시장

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지방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중

의 하나는 지방채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

본시장을 통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첨가소화방식76)이 대부분

이다. 결국 지방채 운용에 있어 지방채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76) 차량등록, 각종 인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

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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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에서 채권매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채권보험제도의 도입

을 통해 일시적이거나 혹은 최종적인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부

터 보호해 주게 됨으로서 안심하고 지방채을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

련된다. 따라서 채권유통시장에서 지방채에 대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

게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보험제도의 도입은 부보채권의 신

용정도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데 따른 가격의 급변동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유통시장 측면에서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

금리의 현실화, 지방채 수요기반의 확충 및 개인인수자를 위한 보험제

도의 도입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비현실적인 발행금리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상태가 양호한 광

역자치단체들은 외국의 채권시장을 활용하여 장기의 저리자금을 확보하

거나, 수익채에 한하여 시장금리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양질의 공공자금은 시·군·구 및 순수 공공투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채보험의 가입은 채권

발행자(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기업)의 신용도를 높여주게 된다. 따라

서 발행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지방

채의 유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채의 유통성은 근본적으로 지방채의 이율이 높아지고 지방채의

발행규모가 커져야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상 우선적으로 고

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방채인수단의 구성 등을 통한 지방채 수요기반

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지방채는 국채와 달리 지역성이 강하

므로 지방채인수단은 농협·증권사·투신사·지방은행 및 시중은행의

각 지역 지점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사·투신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인수되는

채권은 결국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다른 형태의 수익증권으로 매도될 것

이므로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로 지방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책이 중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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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 측면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유인책으로는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

다. 수익성의 문제는 채권수익률을 시중 금리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을 많은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외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확대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있어 시장논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는 모집공채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따라

서 발행금리를 시장 실세금리의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이

자지급방식의 다양화, 판매창구 확대 등의 추진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이 축소되고 금융기관 예금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방채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

에 외국자본의 지방채 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다양한 만기구조를 가진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채의 안전성 측면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위험이라는 것은

자본시장 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금리, 환률 등의 가격변수의 변동으

로 채권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 관리에 있어서 시장위험

외에도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자본조달위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

근의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

한 상황에서 외환차손과 유동성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재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서 비롯되는 채권의 안정성 확보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채권보험제도를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과 연관하여 제기되는 문제로는 원리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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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적절한 채무재조정 프로

그램을 실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상태(d efau lt or bankru p tcy)에 빠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채무재조정(d ebt

r estru ctu r in g)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무재조정 방법에는 지방채 차환

(refu n d in g)77), 채무상환연기(resch ed u lin g)78), 채무재협상(ren egotiatio

n )79)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상환과 관련하여 채무부담수준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상환압력이 가중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는 등의 채무구조를 유연화시키게 된다. 만일 자금압박

으로 인해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재조정 수단을 통해 상환압

박을 완화하는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미국의 지방정부에서는 차환발행

등 지방채 상환과 관련한 채무구조 유연화 정책수행시 채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통상 MBI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방

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

춘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분명히 인

정되는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채의 일정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공적기금 내지는 금융

기관을 설치하거나, 발행된 지방채를 일반투자가 혹은 기관투자가가 안

전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채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7)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78) 기존 채무의 원금상환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79) 금리 또는 가산금리의 조정 등 채무상환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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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방채보험 도입을 통한 지방채시장의 활성화

발 행 시장 유통 시 장

적채단체기준

적채사업기준

지 방 채 승 인 완화

발행규모(물량)
확대

수요기반 확충

발행금리의 탄

력적 운용

개인투자자 유인

지방채인수단구성

자본시장거래

활성화

지방채보험
도입 활용

지방 채 위 험 관 리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자본조달위험

지방재정

금융기관의

불안전성 보완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

지방채보험 시장의 활성화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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