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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의 핵심내용을 요약

하여 쉽게 풀이한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복잡한 구성의 기존 결산서를  

주민의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주민이 우리 북구의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결산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그래프를  

활용하여 쉬운 용어로 해설하였습니다.

또한 구의 결산정보를 주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 가능케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 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 시행하였으며, 구 재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까지의 모든 예산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행복도시 북구의 비전과 희망이 담긴  

정책으로 구민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9.  8.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인사말



BUK-GU

현     황

PART 1

기본현황

조직현황

회계현황



면적
(km2) 94.07 시·군·구 1

동
행정동 23 법정동 31
통 704 반 4,361

세대 전년도 174,617 현년도 177,162
인구수 전년도 441,375 현년도 439,489

기본현황
2018. 12. 31. 기준

조직현황
2018. 12. 31. 기준

단 1 국 3 실 2 과 23
사업소 1 동 23 의회 1

회계현황
2018. 12. 31. 예산현액 기준

일반 회계 (원) 627,301백만원

특별회계 (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92백만원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78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특별회계 6,630백만원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77백만원

-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35백만원

- 주차장특별회계 6,168백만원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시대
북구

타 도시간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이자 다양한 문화시설이 위치하여  
교육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북구.
생산물류 도시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택지개발과 도심취약지에 대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기반 
구축으로 향후 대구북부권의 중심지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Part 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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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결산 
살펴보기

PART 2

2018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결산

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 단위 : 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단위 : 백만원

72,468
89,740

98,972 93,582
106,755

2014 2015 2016 2017 2018

47,017
55,21951,801

31,754

18,768

2014 2015 2016 2017 2018

최근 5년간 잉여금 추이

잉여금 중에서 중앙부처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돈(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그해 사업을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사업의 돈(이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 
이 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되어 각종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란?

총 수입(세입) - 총 지출(세출)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됨.

결산상 잉여금이란?
부키의 쉬운

결산이야기

2018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    입
(들어온 돈)

655,346
백만 원

세    출
(나간 돈)

548,591
백만 원

결산상 잉여금
(남은 돈)

106,755
백만 원

Part 2. 세입·세출 결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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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결산

자체수입
17

.9%

이전수입 67.8%
보

조
금

조정
교

부
금

지방세

14
.3

%
및

 내
부

거
래

보
전

수
입

 등

세입결산

655,346 
백만원

지방교부
세세외

수입

지방세 11.7%

세외수입 6.2%

지방교부세 2.7%

조정교부금 11.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3%

보조금 53.5%

지방세 76,819백만원

•재산세 61,295백만원
•등록면허세 9,560백만원
•주민세 5,036백만원

11.7%
세외수입 40,498백만원6.2%

보조금 350,418백만원

•국고보조금 240,574백만원
•시도비보조금 109,844백만원53.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3,633백만원

•전년도이월금 38,36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5,219백만원 
•내부거래 등 51백만원 

14.3%

조정교부금 76,103백만원

광역시가 자치구에서 거둔 시세의 일부를  
내려주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임

11.6%
지방교부세 17,875백만원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

2.7%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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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의 쉬운

결산이야기

중앙정부 및 시가 자치단체 살림 중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건네주는 
돈을 말해요.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이전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 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말해요.

자체수입이란?

2018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 27.16%
북구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방세 결산액 76,819,176,870원 ÷ 인구수 439,489명 = 174,792원

관련 지표

최근 5년간 총 세입 항목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보조금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00 200,000 300,000 600,000500,000400,0000

2014

2015

2016

2017

2018

475,075

543,836

592,789

612,550

655,346

62,289

26
,85

1
9,6

02 55,086 271,309 49,937

67,543

35
,06

5

10
,89

6

65,057 287,752 77,523

69,447 36,471 10
,48

0

80,693 305,904 89,794

71,956 43,381 15
,10

2

71,933 309,853 100,325

76,819 40,498 17,
87

5

76,103 350,418 93,633

최근 5년간 세입결산의 평균 증가율은 8.4%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466,005

9,070
15,30017,67614,69411,049

640,046594,874578,095532,787

일반회계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세입추이 단위 : 백만원

전년도 대비 2018년 세입이 증가한 원인 : 부동산 경기호조에 따른 재산세 수입 증가 및 보조금 수입증가

Part 2. 세입·세출 결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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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세출 추이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38,537

10,054

507,952

11,016

486,673

7,144

448,256

5,840

398,808

3,800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보호 16,531백만원

보건 16,579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061백만원

일반공공행정 29,398백만원

기타 85,730백만원

사회복지 328,43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542백만원

수송 및 교통 13,724백만원

농림해양수산 4,140백만원

산업중소기업 4,280백만원

교육 4,69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10,054백만원

문화 및 관광 12,420백만원

환경보호 3.0%

보건 3.0%

국토 및 지역개발 3.6%
기타

15.6%

사회복지

59.8%

문화 및 관광 2.2%

기타 특별회계 1.8%

교육 0.9%농림해양수산 0.7%

공공질서 및 안전 2.1%

산업중소기업

0.8%

일반공공행정 5.3%

수송 및 교통 2.5%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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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의 쉬운

결산이야기

주민 1인당 세출(지출)규모 : 세출결산액 548,590,619,169원 ÷ 인구수 439,489명 = 1,248,246원
관련 지표

매년 복지수혜 범위 확대 및 수요증가로 인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가장 많습니다. 2018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교육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결산의 평균 증가율은 8%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세출 항목별 추이 단위 : 백만원

100,000 200,000 300,000 500,000400,0000

2014

2015

2016

2017

2018

402,608

454,096

493,817

518,968

548,591

교육
2014 1,441  백만원
2015 1,295  백만원
2016 2,619  백만원
2017 2,538  백만원
2018 4,699  백만원

보건
2014 12,645  백만원
2015 13,922  백만원
2016 14,786  백만원
2017 16,079  백만원
2018 16,579  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014 3,800  백만원
2015 5,840  백만원
2016 7,144  백만원
2017 11,016  백만원
2018 10,054  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14 5,062  백만원
2015 3,614  백만원
2016 14,019  백만원
2017 24,805  백만원
2018 20,061  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14 6,640  백만원
2015 3,381  백만원
2016 2,218  백만원
2017 1,953  백만원
2018 2,542  백만원

문화 및 관광
2014 7,857  백만원
2015 13,276  백만원
2016 9,832  백만원
2017 10,441  백만원
2018 12,420  백만원

일반공공행정
2014 24,514  백만원
2015 25,931  백만원
2016 37,238  백만원
2017 30,029  백만원
2018 29,398  백만원

농림해양수산
2014 4,789  백만원
2015 4,527  백만원
2016 6,399  백만원
2017 3,918  백만원
2018 4,140  백만원

수송 및 교통
2014 7,978  백만원
2015 11,462  백만원
2016 14,791  백만원
2017 13,905  백만원
2018 13,724  백만원

기타
2014 68,688  백만원
2015 73,943  백만원
2016 76,904  백만원
2017 82,292  백만원
2018 85,730  백만원

산업·중소기업
2014 6,517  백만원
2015 9,721  백만원
2016 6,848  백만원
2017 7,461  백만원
2018 4,280  백만원

환경보호
2014 11,380  백만원
2015 13,913  백만원
2016 14,914  백만원
2017 15,938  백만원
2018 16,531  백만원

사회복지
2014 241,296  백만원
2015 273,271  백만원
2016 286,105  백만원
2017 298,593  백만원
2018 328,433  백만원

Part 2. 세입·세출 결산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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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안전 2,542백만원

재난방재·민방위(민방위 운영, 재해 및 재난예방) 
: 2,542백만원

교육 4,699백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 4,211백만원
평생·직업교육 : 488백만원

산업중소기업 4,280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 : 4,280백만원

농림해양수산 4,140백만원

농업·농촌(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가소득 안정)  
: 1,712백만원
임업·산촌(산불방지, 산림병해충) : 2,428백만원

문화 및 관광 12,420백만원

문화예술 : 6,464백만원
관광 : 348백만원
체육(생활체육 육성) : 3,610백만원
문화재(문화재 보존 및 전승) : 1,998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10,054백만원

환경보호 16,531백만원

상하수도·지질(상수도·식수관리, 지하수관리)  
: 77백만원
폐기물(청소관리, 폐기물처리) : 16,051백만원
대기(대기오염관리) : 79백만원
환경보호일반 : 324백만원

수송 및 교통 13,724백만원

도로 : 12,229백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 1,495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061백만원

수자원(하천정비) : 4,010백만원
지역및도시(취약지 개발, 주택건설 및 운영)  
: 16,051백만원

보건 16,579백만원

보건의료(방역·구호, 건강증진) : 15,764백만원
식품의약안전(식품·위생관리, 의약품 관리) 
: 815백만원

일반공공행정 29,398백만원

입법및선거관리(지방의회운영지원)  
: 3,405백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수입관리, 재정운영)  
: 999백만원
일반행정(청사운영, 지방행정역량강화)  
: 24,994백만원

사회복지 328,433백만원

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57,467백만원
취약계층지원 : 41,813백만원 
보육·가정 및 여성 : 108,256만원
노인·청소년 :113,750백만원
노동(고용촉진 및 안정, 근로자복지증진)  
: 3,975백만원
보훈(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 3,172백만원

기타 85,730백만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등 기본경비)  
: 85,730백만원

2018년 세출결산 분야별 현황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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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살펴보기 

PART 3

재정상태

재정운영

한눈에 보는 북구 살림살이



최근 5년간 자산 추이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025,665

1,114,213
1,140,502

1,183,404

1,072,866

북구청 자산

총자산은 전년대비 42,902백만원(3.76%)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비유동자산 6,523백만원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자산 
(보증금,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등)

투자자산 6,912백만원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일반유형자산 73,216백만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유동자산 124,653백만원

  1년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용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

주민편의시설 239,834백만원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732,266백만원

지역사회의 기반적 자산 
(도로, 하천부속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등)

재정상태

1,183,404 백만원

기타비유동자산  

0.55%

주민편의시설

20.27%
사회기반시설

61.88%

유동자산

10.53%

투자자산  0.58%

일반유형자산  6.19%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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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의 쉬운

결산이야기

재정상태표

특정시점(2018.12.31.)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됨

자   산 부   채 순자산

회계연도(2018년)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 
하여 수익, 비용,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됨

재정운영표

비   용 수   익 재정운영
결과

재무재표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구의 한 해동안의 살림
살이를 정리한 재무보고서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구청 부채

유동부채 10,111백만원

1년이내 갚아야 할 부채 
(단기차입금, 유도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5,000백만원

만기가 1년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장기차입금, 장기중앙정부차입금 등)

기타비유동부채 12,569백만원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등)

27,680 백만원

유동부채

36.53%

장기차입부채

18.06%
기타비유동부채

45.41%

Part 3. 재무제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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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999,345

1,155,724

1,114,537
1,081,048

1,039,026

최근 5년간 순자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북구의 총자산은 1,183,404백만원이고 총부채는 27,680백만원으로 총자산
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155,724백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이해됩니다. 

총부채은 전년대비 1,716백만원(6.6%)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최근 5년간 부채 추이 단위 : 백만원

26,320
27,680

25,965

33,16533,840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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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527,119

470,971456,720
422,651

381,243

최근 5년간 비용추이 단위 : 백만원

북구청 비용

인건비 95,707백만원

•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운영비 105,912백만원

•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정부간 이전비용 5,029백만원

•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민간 등 이전비용 306,178백만원

•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기타비용 14,293백만원

•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527,119 백만원

인건비

18.16%

운영비

20.09%

민간 등 
이전비용

58.09%

정부간 이전비용  0.95%

기타비용  2.71%

총비용은 전년대비 56,148백만원(11.9%)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 민간

등 이전비용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

Part 3. 재무제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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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553,346

506,881
495,833

461,654

422,420

최근 5년간 수익추이 단위 : 백만원

총수익은 전년대비 

46,465백만원(9.1%)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보조금 수익 등의 증가로 

인한 것 입니다.

북구청 수익

553,346 백만 원

기타수익 42백만원

•  전입금 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 이익 등

정부간 이전수익 437,879백만원

•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수익, 보
조금 수익 등

자체조달수익 115,425백만원

•  지방세수익, 경상적세외수익, 임시적세외수익 등
자체조달수익

20.86%

정부간 
이전수익

79.13%

기타수익  0.01%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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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6 2017 2018

857,960
953,808

1,037,098 1,057,053
1,199,390

2014 2015 2016 2017 2018

950,627
1,041,828 1,125,913 1,148,413

1,259,065

주민 1인당 총비용 1,199,390원

최근 5년간 북구 주민 1인당 총비용 단위 : 원

주민 1인당 총수익 1,259,065원

최근 5년간 북구 주민 1인당 총수익 단위 :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86.77 84.29 86.15 86.61 85.40

2014 2015 2016 2017 2018

2.57

3.15 2.98

2.28 2.34

총자산대비 총 부채비율 2.34%

최근 5년간 북구 자산대비 부채비율 단위 : %

예산대비 세출비율 85.40%

최근 5년간 북구 예산대비 세출비율 단위 : %

주민 1인당 총자산 2,692,682원

최근 5년간 북구 주민 1인당 총자산 단위 : 원

주민 1인당 총부채 62,983원

최근 5년간 북구 주민 1인당 총부채 단위 :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9,230

76,366 75,310

58,827 62,983

2014 2015 2016 2017 2018

2,308,190 2,421,168 2,530,101 2,583,975 2,692,682

한 눈에 보는 북구 살림살이

Part 3. 재무제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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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민이 궁금해하는 
결산 내용 살펴보기

PART 4

결산은 왜 하지요?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치를 비교해주세요



•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민들이 구의 살림을  
알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결산을 통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정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결산을 통해 얻은 재정자료는 추후 예산편성에 반영됩니다. 

결산은 왜 하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추진 
하고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2018년에 우리 북구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볼까요?

내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죠?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경제도시
•아이빌 운영 및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 인프라 개선사업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복지 도시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 착공(2020년 1월 준공예정)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2019년 9월 준공예정)

삶의 품격을 높이는 교육문화 도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대구 북구 영어 콘테스트 개최
•  구암동 고분군 사적 지정(2018. 8. 7.) : 구암동고분군 1호분 복원·정비,  

구암동고분군 누리길 조성 
•북구8경 포토존 설치 : 꽃보라동산, 함지공원 
•금호강 오토캠핑장 조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환경 도시
•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맨발산책로 조성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여행

사람중심의 편리한 안전 도시
•스마트 무인방범택배함 설치 및 관리
•팔거천 및 동하천 재해예방사업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

주요 성과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조감도

구암동 고분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운암지 주변 주차장

Part 4. 북구민이 궁금해하는 결산 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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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자치구(수성구, 동구)끼리 비교해 볼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치를 비교해주세요.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북  구 동  구 수성구

543,168546,915559,865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세입결산액 (단위: 백만원)

북  구 동  구 수성구

656,356676,201655,346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자  산 (단위: 백만원)

북  구 동  구 수성구

1,247,776
1,393,699

1,183,404

1,500,000

1,200,000

900,000

600,000

300,000

0

부  채 (단위: 백만원)

북  구 동  구 수성구

18,210

28,35627,680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세출결산액 (단위: 백만원)

북  구 동  구 수성구

538,446558,995548,591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 재정자립도 =  *100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재정자립도 (단위: %)

북  구 동  구 수성구

37.01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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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가 알려주는 쉬운 결산이야기는 대구 북구의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에서  
주요항목을 선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용은 대구 북구청 홈페이지(www.buk.daegu.kr)의  
정보공개-재정현황-세입세출결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과 ☎665-3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