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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현물출자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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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개요
강원도는 2014. 8. 7. 관내 평창군 총 27필지(면적: 532,415㎡, 감정평가금액:
52,901,570,000원)의 토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2014년 2월, 구 안전행정부) Ⅲ.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을 낮추기 위하여 출자 당시 사용·수
익·처분이 사실상 불가한 자산 및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
산(이하 “무수익자산”이라 한다)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사채 발행·운
영기준｣(2014년 2월, 구 안전행정부) Ⅲ-5.의 규정에 따르면 무수익자산은 지방공
기업 사채발행한도2)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 당시 무수익자산을 출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채를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
2) 사채발행한도는 순자산에 구 행정자치부가 정한 목표부채비율을 곱하여 도출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2014. 2. 18. 공사채 발행에 필요한 적정 부채
비율3) 유지 등을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건의하자 2014년 3월 관내 평창군 총 27필지
의 토지를 출자하는 내용의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강원도 무수익자산 현물출자 내역
(단위: 원)
사용용도

소재지

출자액

사용 제한 내용
▪ 2014. 8. 7. 출자 당시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이 씨감자 생산을 위해 사용

씨감자
생산 포지

중이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폐막식장 건설부지로 예정되어
강원도 평창군

25,266,570,124

있어 사용·수익·처분이 불가한 조건으로 출자되었음
▪ 2016. 4. 1.부터 2018. 12. 31.까지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 씨감자 생산
용지로 무상사용 승인

조직
강원도 평창군

528,036,000

대관령
휴게소 부지

강원도 평창군

4,466,521,000

계

13필지

30,261,127,124

위원회
사무소 부지

▪ 2014. 8. 7. 출자 당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실 부지로 예
정되어 있었으며, 올림픽 종료 시까지 사용
▪ 강원도 소유의 대관령 휴게소 건물(평창군에 무상사용 승인 중)을 제외하고
출자되어 휴게소가 위치한 부지 및 주차장, 진출입로는 사실상 사용·수익·처분
불가(2017. 12. 31.까지 평창군에 무상사용 승인)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그런데 위 관서는 [표]와 같이 관내 평창군 대관령면 총 13필지는 강원도 감자
종자진흥원4) 이 씨감자 생산을 위하여 사용 중이거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원회 사무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등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더라도 사실상 사
용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데도 2014. 8. 7.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용·수익·처분이 사실상 불가한 무수익자산을 소유
3) 강원도개발공사의 2013년 6월 말 부채비율은 333%로 구 행정자치부가 정한 도시개발공사의 2014년
목표부채비율 320% 달성을 위해서는 순자산 증액 필요
4) 씨감자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강원도 소속의 사업소

하면서 실질적인 자본 확충은 하지 못한 채 출자일인 2014. 8. 7.부터 2017. 4. 28.
까지 위 토지 보유에 따른 지방세 69,136,241원5)을 납부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강원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현물출자 시 무수익

자산은 출자에서 제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자산을 지방공기업에 현물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2015년 재산세 34,049,539원 및 지방교육세 6,809,902원과 2016년 재산세 23,564,006원 및 지방교육세 4,712,79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