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국내 지자체 자금조달 보증 수요 분석

1. 국내 지방채·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분석

가. 개요

<그림 Ⅲ-1>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지자체 채무 중 채권 발행을 통한 채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증서차입(융자, 정부차입, 내부거래)은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

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채권 금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채권 발행을 통해 자

금을 발행하는 것이 장기간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본고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채권 발행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행된 지방채와 지방공기업 채권의 전수 발행 자료를 수집해 이를 분석했다.

나. 분석

<그림 Ⅳ-1>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연도별 채권 발행 규모를 보여

준다. <그림 Ⅳ-1>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40조 원 내외의 큰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

고 있고 일반 공기업도 연간 수십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채

와 지방공기업은 연간 수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 발행 규모가 정부나 일반 공

기업에 비해 작다.



국내 지자체 자금조달 보증 수요 분석 73

<그림 Ⅳ-1> 관련 발행 주체별 채권 발행 추이

(단위: 조 원)

주: 1) 국채·공기업의 채권 발행량이 커 지방채와 지방공기업 채권과 

다른 축을 이용.
2) 왼쪽 축 흑색 실선과 삼각형은 국채·공기업 채권 발행량, 오른쪽 

축 회색 실선과 점선은 지방채·지방공기업 채권 발행량.
자료: KIS Pricing 채권 발행 자료 이용(2015년 9월 기준).

<표 Ⅳ-1>은 2015년 현재 채권을 발행한 이력이 있는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신용

등급이다. <표 Ⅳ-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한석탄공사(AA+)를 제외한 모든 공

기업의 신용등급은 AAA이다. 이에 반해 지방공기업들은 AA0, AA+, AAA 등의 신용등

급을 보이고 있다. 김포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등 3개 사의 신용등급

은 AA0, 강원도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

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

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등 13개 사의 신용

등급은 AA+이고 나머지 지방공기업의 신용등급은 AA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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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2015년 현재 공기업·지방공기업 신용등급

공기업 신용등급 지방공기업 신용등급

대한석탄공사 AA+ 강원도개발공사 AA+

에스에이치공사 AAA 경기도시공사 AAA

여수광양항만공사 AAA 경상남도개발공사 AA+

예금보험공사(기금) AAA 경상북도개발공사 AA+

인천국제공항공사 AAA 광주광역시도시공사 AA+

중소기업진흥공단 AAA 김포도시공사 AA0

한국가스공사 AAA 대구도시공사 AA+

한국광물자원공사 AAA 대구도시철도공사 AA+

한국농어촌공사 AAA 대전도시공사 AA+

한국도로공사 AAA 부산도시공사 AA+

한국산업단지공단 AAA 부산항만공사 AAA

한국산업은행 AAA 서울메트로 AAA

한국석유공사 AAA 울산광역시도시공사 AA+

한국수자원공사 AAA 울산항만공사 AAA

한국자산관리공사 AAA 인천도시공사 AA+

한국장학재단 AAA 인천항만공사 AAA

한국전력공사 AAA 전남개발공사 AA+

한국주택금융공사 AAA 전북개발공사 AA+

한국지역난방공사 AAA 충북개발공사 AA+

한국철도공사 AAA 평택도시공사 AA0

한국철도시설공단 AAA 화성도시공사 AA0

한국토지주택공사 AAA - -

KT(한국통신) AAA - -

자료: 국내 3대 채권평가사(KIS 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자료 취합.

국내 국공채85) 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가장 높은 신용등급으로 간주되

고 현재 국내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AAA 신용등급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채와 일반 공

기업 채권에 대해 채권 보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채권을 발행한 이력이 있는 23개 지방공기업 중 3개가 AA0 신용등급을 

받았고 13개가 AA+ 신용등급을 받았으므로 AAA 미만의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금융보증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85) 국채, 지방채, 공기업채, 지방공기업채 등을 통틀어 국공채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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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최근 10년 평균 발행 주체·만기별 평균 표면금리

주: 1) 평균표면금리는 발행액의 가중평균을 이용해 계산됨.
2) 2006~2015년 9월 사이 전체 채권 발행자료.
3) 각 원의 크기는 발행 주체별 발권발행액 비율에 비례함.

자료: KIS Pricing 채권 발행 자료 이용.

<그림 Ⅳ-2>는 최근 10년간 정부, 공기업,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모든 채권

의 만기별 평균 표면금리이다. <그림 Ⅳ-2>에서 각 원의 크기는 발행 주체가 발행한 

전체 발행액 중 각 만기에 해당하는 채권의 비중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발행된 국채에서 5년 만기 채권의 비중은 51%였다. <그림 Ⅳ-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그림 Ⅳ-2>에서 주목할 점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대부분은 5년 만기 채권

이고 채권의 표면금리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대부분

이 첨가소화채권(添加消化債券)86)이기 때문이다. 첨가소화채권은 지자체가 판매하

는 준조세 성격의 채권으로서 낮은 금리로 주택·차량 구매자에게 강제로 판매된다. 

86) 첨가소화채권은 지자체가 부동산·차량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준조세 성격의 채권으로

서 대표적인 첨가소화채권에는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있음. 대

부분의 경우 부동산·차량 거래 시 거래 중개인이 구매자를 대행해 채권을 구매하고 이

를 바로 할인해 팔고 할인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해 구매자가 첨

가소화채권의 구매 여부를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첨가소화채권은 액

면가가 수백만 원 수준으로 낮고 원금이 만기에 일시 상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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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소화채권은 공모채권과 달리 지자체가 발행 규모를 정할 수 없고 채권 판매량이 

경기에 민감하다. <그림 Ⅳ-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지자체 자체의 채권 발

행량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발행하는 채권 규모보다 크다. 그러나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 첨가소화채권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고 신용등급이 AAA로 간주

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지자체 채권에 대한 금융보증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Ⅳ-3> 지방공기업 신용등급별·연도별 채권 발행액 추이

(단위: 억 원)

주: 발행주체의 신용등급은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함.
자료: KIS Pricing 채권 발행 자료 이용.

<그림 Ⅳ-3>에 따르면 AAA의 신용등급의 지방공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AA+ 신용등급을 가진 지방공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도 최근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87) 최근 수년간 AA0 신용등급을 가진 지방공기업들도 연

간 천억 원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87) 2014년과 2015년에 AA+ 채권 발행액이 빠르게 중가한 주요한 원인은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조 501억 원, 2조 6,861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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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2015년도 채권 발행 주체별·신용등급별 평균 채권 발행 금리

          발행주체 
 신용등급

공사/공단 금융채 I 금융채 II 공모회사채 사모회사채

AAA 2.119 2.146 2.287 2.229 2.552

AA+ 2.214 2.189 2.406 2.284 2.637

AA0 2.367 2.499 2.5 2.359 2.722

AA- 2.482 2.719 -　 2.459 2.851

A+ -　 2.844 3.04 2.962 3.383

A0 - 2.974 3.497 3.357 3.787

A- - 3.064 4.172 3.877 4.316

자료: KIS Pricing 채권통계 사이트(http://www.bond.co.kr/).

본고는 지방공기업 채권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표 Ⅳ-3>과 같

이 2015년도에 발행된 5년 만기 AAA와 AA+ 채권의 지방공기업별 평균 표면금리를 

계산했다. <표 Ⅳ-3>에 따르면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사이에도 상당한 수준의 표면금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8)

예를 들어 AA+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채권 발행 표면금리에는 

큰 차이가 존재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평균표면금리는 1.83%로 1,79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2.55%가 표면금리로 2조 6,861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자본시장이 동일하게 AA+를 부여받은 지

방공기업들의 신용도를 상당히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2>를 기준으로 볼 때 금융채Ⅰ의 AA0, 금융채Ⅱ의 AA0가 2.55% 수준의 금

리로 발행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신용등급이 지방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의 재정 상태와 중앙정부의 암묵적 보증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88) 연중 발행 시기와 채권의 세부 조건(발행 규모, 원금 상환 방법, 이자 계산 방법(복리, 

할인, 변동금리 등))에 따라 채권의 표면 금리가 다를 수 있으나 본고는 <표 Ⅳ-2>와의 

비교를 위해 이러한 채권 발행 조건이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표 Ⅳ-3>의 연 평균 표면

금리를 계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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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2015년 지방 공기업 5년 만기 채권 평균 발행 금리

등급 기업 명 금리 등급 기업 명 금리

AAA 서울메트로 2.41% AA+ 부산도시공사 2.10%

AA+ 대구도시철도공사 1.83% AA+ 경상남도개발공사 2.16%

AA+ 대전도시공사 1.99% AA+ 강원도개발공사 2.26%

AA+ 경상북도개발공사 2.03% AA+ 평택도시공사 2.40%

AA+ 전남개발공사 2.04% AA+ 인천도시공사 2.55%

주: 1) 채권 발행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료만 분석에 포함. 
2) 회색은 AAA 등급, 흰색은 AA+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표면금리.

자료: KIS Pricing 채권 발행 전수자료 분석.

2. 국내 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추정

가. 추정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채권시장에서 보증회사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증을 제공할 수 있고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지방공기업 채권이다. 

<그림 Ⅳ-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 공기업의 AAA와 AA+ 등급 채권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AA 등급 채권의 경우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므로 금융보

증을 통한 추가적 신용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AA+ 채권이나 AA0 채권은 잠재적

으로 금융보증보험의 수요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A0 채권의 경우 최근 발행량이 

많지 않아 이를 토대로 시장 전망을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지

방공기업의 AA+ 채권이 잠재적으로 금융보증 수요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금

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지방공기업 AA+ 채권 규모를 추정하였다.89)

89) 특정 채권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가 보증 제공에 의한 채권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보다 

작다는 것을 금융공학적으로 분석해 채권 보증 수요의 존재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

서는 금융보증보험 상품개발에 준하는 노력(상품설계, 보증수수료 산출 체계 구성 등)이 

필요하고 이를 본 보고서에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본고는 채권 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의 규모를 추정해 이를 잠재 시장 규모로 보고 분석을 진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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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지방공기업 AA+ 채권 발행·누적 규모를 추정했다.

가정 1: GDP에서 지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가정 2: 지자체의 수입 대비 부채 비중 변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①현재 

수준으로 유지, ②매년 2% 증가, ③매년 3% 증가, ④매년 4% 증가

가정 3: 부채 중 AA+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추세는 현재시점까지의 선

형 회귀모델의 추세를 따른다.

<표 Ⅳ-4> 국내 생산성 지표 장기 추정

　연도
변화율(%)

GDP 물적자본 취업자 수 총요소생산성

실제

1981~1990 8.6 4.3 1.7 2.5

1991~2000 6.4 3.4 1.2 1.9

2001~2010 4.5 1.9 0.8 1.8

추정

2011~2020 3.6 1.5 0.5 1.6

2021~2030 2.7 1.2 0 1.5

2031~2040 1.9 0.8 -0.4 1.5

2041~2050 1.4 0.5 -0.5 1.4

2051~2060 1.0 0.3 -0.7 1.3

자료: 신석하 외 3인(2013), 기획재정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인용.

최근 수년간 지자체 수입 성장률은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GDP에서 지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본고는 최근 복지사업, 대형 건설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의 증가와 경기 성장 둔화 등의 인자들이 최소한 GDP에서 지자체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시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GDP에서 

지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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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공사채 보증 수요 추정

<그림 Ⅳ-4> GDP 및 지자체 수입 추정
(단위: 조 원)

주: 1) 과거 GDP와 과거 지자체 수입(순계)은 실제값, GDP 추정과 미래 지자체

수입 추정은 추정값.
2) <표 Ⅳ-4>의 각 구간에서 연도별 변화율이 선형으로 감소하되 각 구간 평

균값이 <표 Ⅳ-4>와 일치하도록 한 후, GDP 추정.
3) GDP의 15%를 지자체 수입으로 봄(최근 10년간 GDP 대비 지자체 수입 

평균은 15%).
자료: 신석하 외 3인(2013), 행정자치통계 연보, 국가통합재정수지 등 활용해 산출.

<그림 Ⅳ-4>에서 흑색 선은 신석하 외 3인(2013)의 추정을 토대로 추정한 현재 시점

부터 2055년까지의 연도별 GDP 추정값이고 회색 선은 GDP에서 지자체 수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최근 10년 평균인 15%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 가정했다. 이는 미국(2013년 

현재 23.6%)이나 일본(2013년 현재 19.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Ⅲ-22> 참조).

최근 경제성장 둔화로 지자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일본의 경우 20여 년간 

지자체의 수입 대비 부채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구체적으로 1985년부터 2014년 

사이 일본 지자체의 연평균 부채 성장률은 2.27% 수준이었고,90) 2014년 현재 일본 지

자체의 수입 대비 부채비율은 143%였다. 본고는 현재 시점부터 2055년까지 부채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연간 2%, 3%, 4%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의 부

채 규모를 <그림 Ⅳ-5>와 같이 추정했다.

90) 1985년 74.4%, 1990년 64.9%, 1992년 66.8%, 1995년 91.6%, 1996년 102.0%, 2000년 119.4%, 

2005년 150.7%, 2010년 145.7%, 2014년 143%. 일본총무성 지자체 회계 결산자료

(http://www.soumu.g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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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지자체 미래 수입 추정 및 미래 부채 규모 추정

(단위: 조 원)

자료: 신석하 외 3인(2013), 행정자치통계 연보, 국가통합재정수지 등 활용해 산출.

<표 Ⅳ-5>는 지자체 부채에서 AA+ 채권의 발행액과 누적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요

약한 것이다. <표 Ⅳ-5>에 따르면 전체 부채에서 AA+ 채권의 발행액과 누적액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9월 현재 연간 발행액은 4조 3천억 

원이고 누적액은 5조 8천억 원 규모이다.

<표 Ⅳ-5> 지자체 전체 부채 대비 AA+ 채권 발행액

(단위: 억 원, %)

　연도
지자체 부채액

(순계)

AA+ 채권 통계
발행 누적

액수 부채 대비 액수 부채 대비
2001 177,696 1,480 0.8 1,847 1.0
2002 170,903 2,570 1.5 3,557 2.1
2003 165,264 250 0.2 2,457 1.5
2004 169,468 350 0.2 1,373 0.8
2005 174,480 1,450 0.8 1,767 1.0
2006 174,351 500 0.3 1,500 0.9
2007 182,076 794 0.4 1,444 0.8
2008 190,486 15,308 8.0 16,004 8.4
2009 255,531 6,812 2.7 13,789 5.4
2010 285,490 -　 0.0 4,533 1.6
2011 277,152 - 0.0 1,0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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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의 계속

　연도
지자체 부채액

(순계)

AA+ 채권 통계
발행 누적

액수 부채 대비 액수 부채 대비
2012 267,559 -　 0.0 220 0.1
2013 282,960 - 0.0 60 0.0
2014 277,072 31,902 11.5 31,902 11.5
2015 293,397 43,171 14.7 58,684 20.0

주: 1) 누적액은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연도별 원금균등상환을 가정해 추정함.
2) 대부분 AA+ 채권의 상환방법은 연도별 원금균등상환임.

자료: KIS Pricing 채권 발행 전수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활용.

본고는 이와 같이 AA+ 채권이 전체 지자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2055년

까지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AA+ 채권의 발행액과 누적액이 지자체 부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했다.

<표 Ⅳ-6> 지자체 부채 대비 AA+ 채권 발행액·누적액 비중 회귀분석

구분 발행액 누적액

회귀식 Y＝10.3306＋0.005159X Y＝－12.1529＋0.006071X

결정계수 0.2838 0.2787

표준오차 0.040381 0.04813

주: X는 연도, Y는 지자체 부채 대비 AA+ 채권 발행액(왼쪽)·누적액(오른쪽) 분석에서 채권 발행액이 0인 

부분을 포함해 회귀분석을 수행했음.
자료: <표 Ⅳ-5> 자료 활용.

<표 Ⅳ-6>의 분석에 따르면 연도별로 AA+ 채권 발행액과 누적액이 지자체 부채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연간 0.51%p와 0.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6>

에서 두 회귀식의 결정계수가 0.28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국내에서 지방공기업 

채권의 발행 기간이 길지 않고 발행 규모가 최근에 급성장해 설명력이 높은 수리 모

델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웠다. 관측치가 많지 않은 자료에 복잡한 식을 적용할 경우 

과잉적합(overfitting)의 가능성이 존재해 선형 모델을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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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지자체 부채 대비 AA+ 채권 발행액·누적액 비중 추정 결과

(단위: %)

연도
부채 대비 비중

발행액 누적액
2016 7.0 8.7
2017 7.5 9.3
2018 8.0 9.9
2019 8.5 10.5
2020 9.0 11.1
2021 9.5 11.7
2025 11.6 14.1
2030 14.2 17.2
2035 16.8 20.2
2040 19.3 23.2
2045 21.9 26.3
2050 24.5 29.3
2055 27.1 32.3

자료: <표 Ⅳ-6>의 회귀식을 이용해 추정.

<표 Ⅳ-8> 지자체 부채 증가율 가정에 따른 부채 변화 추정

(단위: %, 조 원)

연도

부채 변화율
현재수준 유지 연 2% 증가 연 3% 증가 연 4% 증가

수입 대비 
비중

액수
수입 대비 

비중
액수

수입 대비 
비중

액수
수입 대비 

비중
액수

2016 14.5 34.6 15.4 36.7 15.8 37.8 16.3 38.9
2017 14.5 35.8 15.7 38.7 16.3 40.3 17.0 41.8
2018 14.5 37.0 16.0 40.8 16.8 42.8 17.6 45.0
2019 14.5 38.2 16.3 43.0 17.3 45.6 18.3 48.3
2020 14.5 39.4 16.7 45.2 17.8 48.4 19.1 51.8
2021 14.5 40.6 17.0 47.6 18.4 51.4 19.8 55.6
2022 14.5 41.8 17.3 50.0 18.9 54.5 20.6 59.5
2023 14.5 43.0 17.7 52.4 19.5 57.8 21.5 63.7
2024 14.5 44.2 18.0 55.0 20.1 61.2 22.3 68.1
2025 14.5 45.5 18.4 57.6 20.7 64.8 23.2 72.8
2030 14.5 51.4 20.3 72.0 24.0 85.0 28.2 100.2
2035 14.5 57.1 22.4 88.3 27.8 109.5 34.4 135.4
2040 14.5 62.4 24.7 106.5 32.2 138.6 41.8 180.0
2045 14.5 67.2 27.3 126.7 37.3 173.1 50.9 235.8
2050 14.5 71.5 30.2 148.8 43.3 213.5 61.9 305.3
2055 14.5 75.4 33.3 173.3 50.2 261.0 75.3 391.7

자료: <그림 Ⅳ-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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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지자체 부채 대비 AA+ 채권 발행액·누적액 비중 추정 결과

(단위: 조 원)

연도
부채변화율 가정별 AA+ 규모 추정

부채 현재수준 유지 부채 연간 2% 증가 부채 연간 3% 증가 부채 연간 4% 증가
발행액 누적액 발행액 누적액 발행액 누적액 발행액 누적액

2016 2.4 3.0 2.6 3.2 2.6 3.3 2.7 3.4
2017 2.7 3.3 2.9 3.6 3.0 3.7 3.1 3.9
2018 3.0 3.7 3.3 4.0 3.4 4.2 3.6 4.4
2019 3.2 4.0 3.7 4.5 3.9 4.8 4.1 5.1
2020 3.6 4.4 4.1 5.0 4.4 5.4 4.7 5.7
2021 3.9 4.7 4.5 5.6 4.9 6.0 5.3 6.5
2022 4.2 5.1 5.0 6.1 5.5 6.7 6.0 7.3
2023 4.5 5.6 5.5 6.8 6.1 7.5 6.7 8.2
2024 4.9 6.0 6.1 7.4 6.8 8.3 7.6 9.2
2025 5.3 6.4 6.7 8.1 7.5 9.2 8.4 10.3
2030 7.3 8.8 10.2 12.4 12.1 14.6 14.2 17.2
2035 9.6 11.5 14.8 17.8 18.3 22.1 22.7 27.3
2040 12.1 14.5 20.6 24.8 26.8 32.2 34.8 41.8
2045 14.7 17.7 27.8 33.3 37.9 45.5 51.7 61.9
2050 17.5 21.0 36.5 43.6 52.3 62.6 74.8 89.5
2055 20.4 24.4 46.9 56.0 70.7 84.4 106.1 126.7

자료: <표 Ⅳ-8>에 부채 대비 AA+  채권 비중(<표 Ⅳ-7>)을 적용해 산출.

<표 Ⅳ-8>은 지자체의 수입 대비 부채 비중이 ①변화하지 않는 경우, ②매년 2% 

증가, ③ 매년 3% 증가, ④ 매년 4% 증가하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지자체 부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각 가정별 2055년 지자체 수입 대비 부채비율은 

① 14.5%, ② 33.3%, ③ 50.2%, ④ 75.3%로 매년 4% 증가를 가정해도 지자체 수입 대

비 부채비율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9>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채권보증의 대상이 되는 AA+ 지방공기업 채권의 

발행·누적 규모는 2055년 지자체 수입 대비 부채비율 증가율 가정에 따라 <표 Ⅳ-10>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Ⅳ-10>에 따르면 2055년 경 가정에 따라 24.4~126.7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과 유사하게 수입 대비 부채비율이 연

간 2% 정도 꾸준히 성장한다면 2055년 경 AA+ 채권 누적액은 56조 원 규모로 크게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채권에 보증이 제공될 경우 동 시장이 가

까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지자체 자금조달 보증 수요 분석 85

<표 Ⅳ-10> 2055년 AA+ 채권 발행액·누적액 비중 추정 결과 요약

(단위: 조 원)

수입 대비 부채 비중에 대한 가정 발행액 누적액

현재수준 유지 20.4 24.4

연 2% 증가 46.9 56.0

연 3% 증가 70.7 84.4

연 4% 증가 106.1 126.7

자료: <표 Ⅳ- 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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