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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  14,160,620,000원에서

     ○  당해연도에     0원이 발생하고   3,238,400,000원이 상환되어

     ○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922,220,000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Ⅳ.  채 무 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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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채무결산 보고서

1. 회계별 현황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단위 : 원)

계 14,160,620,000 △3,238,400,000 3,238,400,000 10,922,220,000

일반회계 지방채무 13,276,620,000 △2,725,200,000 2,725,200,000 10,551,420,000

기타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무 884,000,000 △513,200,000 513,200,000 370,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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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별·종류별 현황

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단위:원)

지방채무 (계) 13,276,620,000 △2,725,200,000 2,725,200,000 10,551,420,000

지방채증권

차입금 13,276,620,000 △2,725,200,000 2,725,200,000 10,551,420,000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00,000,000) (△400,000,000) (400,000,000) (1,600,000,000)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884,000,000 △513,200,000 513,200,000 370,800,000

지방채증권

차입금 884,000,000 △513,200,000 513,200,000 370,800,000

기타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지역개발채권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지방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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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종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단위:원)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지방채무 (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기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행책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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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환재원별 현황

회계 종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단위:원)

일반회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4,426,500,000 △1,557,640,000 1,557,640,000 2,868,860,000

지방비부담 8,850,120,000 △1,167,560,000 1,167,560,000 7,682,560,000

기타

기타특별회
계 지방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884,000,000 △513,200,000 513,200,000 370,80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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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 (회계별·종류별)

(단위:원)가. 일반회계

종류 세부사업 발행일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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