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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지역사회 환경 및 여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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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주 요 특 징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 민관협력사업인 지역사업 위주로 선정․실천하여 복지사업의 지역성 적극 반영

◊ 지역복지계획TF팀을중심으로지자체가 직접 계획 수립․시행하여 지역복지 실행력 제고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검토․연계하여 복지와 보건의료의 통합적, 유기적 연계 실현

중앙정부의 사업을 단순 시행하는 보편적인 국고사업은 가급적 지양

하고 민관협력사업인 지역사업 위주로 선정 및 실천하여 복지사업의 

지역성을 적극 반영함

산업기반이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회복지예산 투입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지역문제를 분석하고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화하여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개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 민관이 함께 지역문제 해결을 위

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합의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지역주민의 의

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를 강조하여 제3기 지역복지계획 TF팀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실행력 제고

상위계획 통합,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합의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우리 지역만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략목표별 복지시설무자 및 

전문가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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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계획 방향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민+관+학 복지공동체 실현

◊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강화

◊ 교육환경조성, 여가문화제공, (정신)건강관리지원강화로건강하고 살기 좋은 남구 실현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함께하는 복지 구현

∙기존 공공+민간자원 연계협력을 모색하여 주민의 체감도 및 성과효

율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및 지역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으로 물적, 심리적 사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복지사업 선정

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경제적 안정화

∙지역고용복지 네트워크화로 고용서비스를 집약하여 지역 실정에 맞

는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낮은 사업체 수, 저소득층 증가, 고령화의 지역약점을 극복하고 중장

년층 및 근로취약계층의 개인역량강화로 보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

자녀보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교육환경 조성

∙산재되어 있는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및 

각종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여가문화생활 및 건강예방관리로 건강한 삶 구현

∙일상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예방

관리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 제공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식․문화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건강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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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사회 환경 및 여건 전망

지 역 특 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도심 위치로 대구시 발전축 역할 및 의료 및 교육시설 인프라 풍부

풍부한 녹지공간과 친환경 생활공간
도시자연공원인 앞산, 앞산자락길, 신천의 자연녹지공간 보유

일 반 현 황

인구 현황

남자 : 79,994명 (48.8% )

 여자 : 83,953명 (51.2% )

면 적 : 총 17.44㎢ (대구광역시의 1.97%)

구 분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면적(비율) 7.13㎢ (40.9%) 9.26㎢ (53.1%) 1.05㎢ (6%)

주 택 : 73,504호

구  분 단   독 다 가 구 아 파 트 연립․다세대

호수(비율) 12,769호(17.37%) 41,307호(56.20%) 13,805호(18.78%) 22,888호(7.65%)

주민조직 : 13행정동 325통 1,988반

기구인력 : 3국 1실 14과 의회사무1과2전문 보건소1과 사업소1과

주요시설

계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의료기관

620개소 52개소 59개소 274개소 23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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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현황

                                                 (2014. 10. 31. 기준)

동  명 세 대 수
인      구 면 적

(㎢)계 남 여

합 계 75,003 163,947 79,994 83,953 17.44

이천동 6,449 14,953 7,242 7,711 1.09

봉덕1동 4,946 9,946 4,804 5,142 0.49

봉덕2동 5,323 12,743 6,204 6,539 3.08

봉덕3동 8,031 18,282 8,773 9,509 2.69

대명1동 5,371 12,467 6,095 6,372 0.45

대명2동 6,502 13,016 6,294 6,722 0.83

대명3동 6,945 14,404 7,233 7,171 0.94

대명4동 5,616 12,455 6,134 6,321 0.71

대명5동 4,322 8,940 4,410 4,530 0.92

대명6동 4,739 10,337 5,008 5,329 1.50

대명9동 7,492 16,398 8,004 8,394 3.38

대명10동 4,658 10,215 4,982 5,233 0.50

대명11동 4,609 9,791 4,811 4,980 0.86

 다문화가족 현황
(2014. 1. 1. 기준)

총  계 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454 34 420 134 2 132 320 32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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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현 황

복지부서 현황  2과 11개팀(정원66/현원65)

주 민 생 활 국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복

지

연

계

복

지

기

획

기
초
생
활
보
장

통

합

조

사

일

자

리

창

출

희
망
복
지
지
원

고

령

대

책

장

애

인

복

지

여

성

보

육

아

동

청

소

년

드

림

스

타

트

주요업무 현황

주 민 생 활 과

복 지 연 계 후원․결연사업, 사회복지법인, 부랑노숙인, 보훈단체 등

복 지 기 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긴급복지, 주거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기초수급, 자활사업, 의료급여사업 및 사례관리 등

통 합 조 사 복지대상자(기초,노령,보육 등) 조사, 기초수급 연간계획 등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업박람회 등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조사 등

복 지 지 원 과

고 령 대 책 노인생활시설, 노인일자리,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등

장애인복지 장애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시설 및 단체 등

여 성 보 육 어린이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위탁아동, 아동급식지원, 청소년공부방 등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사례관리, 후원자발굴 및 연계 등

동 주 민 센 터 이천동외 12개소 복지 초기 및 종합상담, 복지대상자 모니터, 후원 및 결연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총 65명)

계
주민
생활
과

복지
지원
과

이천
동

봉덕
1동

봉덕
2동

봉덕
3동

대명
1동

대명
2동

대명
3동

대명
4동

대명
5동

대명
6동

대명
9동

대명
10동

대명
11동

휴직
등

65 28 7 2 2 2 3 2 2 3 2 1 2 2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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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현 황

2015년 예산 현황 : 238,299백만원(전년대비 12.48% 증가)

일반회계 : 235,400백만원

특별회계 : 2,899백만원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예  산 165,889 171,677 182,702 211,852 238,299

사회복지예산 89,323 92,659 100,564 124,408 135,226

복지예산비율 53.85 53.97 55.04 58.72 56.75

2015년 사회복지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률
예 산 비 율 예 산 비 율

주민

생활

․

복지

지원

총  계 135,226 100 124,408 100 8.69

기초생활보장 27,451 15.93 33,752 20.30 -18.66

취약계층지원 24,077 10.46 22,155 17.80 8.67

보육,가족,여성 27,450 12.79 27,091 20.30 1.32

노인,청소년 52,735 18.06 38,255 39.00 37.85

노  동 2,646 1.21 2,560 1.96 3.35

보  훈 867 0.28 595 0.64 45.71

건축 주거급여 9,877 100 0 0 100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제외한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18.88% 증가함

- 맞춤형 주거급여 및 집수리사업 업무이관 : 주민생활과⇒건축과

2015년에 특히 노인, 청소년, 보육복지 사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신규사업 : 시간제보육시설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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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9,514명(인구대비 5.69%)

(단위:명)

총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 시설수급자

9,514 7,521 1,090 414 15 474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 10,224명(인구대비 6.23%)

(단위:명)

총계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소계 기 초
수급자

국 가
유공자

광 주
민주화

군입
대자

북 한
이탈자

의사
상자

입양
아동

보장
시설
수급

행려
환자 기타 소계 기  초

수급자
군입
대자

10,224 6,862 5,881 453 8 26 2 11 10 469 2 0 3,362 3,284 78

차상위대상자 현황 : 4,258명(인구대비 2.59%)

(단위:명)

총  계 차상위우선돌봄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4,258 595 59 2,825 779

장애인 등록 현황 : 8,766명(인구대비 5.34%)

(단위: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기타

8,766 4,165 1,048 850 604 1,022 55 475 271 276

기타복지 지원 현황
(단위:명)

총계 보육료
지  원

가정위탁
아   동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노  인

일자리
노  인
돌보미모자 부자

33,822 6,862 29 2,657 775 20,361 1,888 1,250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9 -

복지시설 현황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현황
                                                                  (단위:개소)

계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마켓 지역자활센터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노숙자시설

6 1 2 1 1 1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

계 노인종합
복지관 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장기

요양기관

147 1 15 30 1 60 40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

계 생활시설 공 동
생활가정 주간보호 보 호

작업장
수 화

통역센터
재가복지
봉사센터

재활
지원센터

18 2 5 4 4 1 1 1

여성․가족 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

계 모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성(가정)폭력
상담소

이주여성
쉼 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족
지원센터

9 1 1 2 2 1 1 1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어린이집 아  동
생활시설

공동
생활가정

지  역
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소

방과후
교실

청소년
시설

141 64 5 5 12 49 4 2

  ※ 방과후 교실 : 방과후 아카데미, 영어회화교실, 수학교실 / 청소년시설 : 청소년창작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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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

비전 및 전략목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

비전 함께함께 만들고  만들고 함께함께 누리는  누리는 살기 좋은살기 좋은 남구  남구 

전

략

목

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복지 공동체】

주민참여 활성화, 민+관 협력 활성화, 복지전달체계 개선

【맞춤형 고용복지 실현】

고용복지 연계 강화, 취업성공 파트너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행복한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건강한 여가문화환경 조성】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소통 장 마련,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무병장수 건강100세 시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건강예방관리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11 -

핵심과제 개요

핵심과제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2018년

 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복지공동체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복지

주민참여증가
공동체의식증가 300명 330명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연계활동률 
연계만족도 1,200건 1,320건

 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주민 
복지체감만족도 향상

450건
연4회

460건
연4회

 Ⅱ. 맞춤형 고용복지 실현

 고용복지 연계 강화 고용복지네트워크 강화 고용복지서비
스 연계율 1,000건 1,100건

 취업성공파트너 지원 취창업 미스매치 해소 취창업증가율 1,000명 1,100명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역특색일자리분야 
발굴

지역일자리발
굴, 

일자리참여율
2,000명 2,200명

 Ⅲ. 행복한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 교육복지서비스 
네트워크화

대상자만족도, 
서비스제공기관

참여율
20개소
300명

23개소
310명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자녀양육 및 교육환경 
질 향상

보육서비스 
만족도, 

학습서비스 
만족도

3,600명 3,700명

 Ⅳ. 건강한 여가문화환경 
     조성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소통 장 마련 여가문화생활 대중화 재능나눔참여율
, 

제공기관참여율
200명 210명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대상자별 맞춤형 

여가문화생활로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증가율 
프로그램 
만족도

3,000명 3,000명

 Ⅴ. 무병장수 
     건강100세 시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자살률감소, 
프로그램 
만족도

600명 600명

 건강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유도 지역주민참여율
, 

건강행태개선도
2,000명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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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사업 현황 

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 과제번호 담당부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복지 공동체 Ⅰ

 주민참여 활성화 Ⅰ-1 주민생활과
 洞 인적안전망 강화 Ⅰ-1-1 주민생활과(복지기획)
 나눔문화 확산 Ⅰ-1-2 주민생활과(복지연계)
 주거 생활환경 개선 Ⅰ-1-3 도시재생총괄과(도시재생)
 복지계획 모니터단 운영 Ⅰ-1-4 주민생활과(복지기획)

 민관협력 활성화 Ⅰ-2 주민생활과
 복지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Ⅰ-2-5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
 고독사 Zero 프로젝트 Ⅰ-2-6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Ⅰ-2-7 주민생활과(복지기획)

 복지 전달체계 개선 Ⅰ-3 주민생활과
 One-Stop 맞춤형 서비스 제공 Ⅰ-3-8 주민생활과(복지기획)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사업 홍보 Ⅰ-3-9 주민생활과(복지기획)

 맞춤형 고용복지 실현 Ⅱ
 고용복지 연계 강화 Ⅱ-4 주민생활과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Ⅱ-4-10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고용복지포털 구축 Ⅱ-4-11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희망Job채용박람회 Ⅱ-4-12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취업성공 파트너 지원 Ⅱ-5 주민생활과
 취,창업코칭프로그램 운영 Ⅱ-5-13 주민생활과
 취업대상자 역량 강화 Ⅱ-5-14 주민생활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Ⅱ-5-15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Ⅱ-6 주민생활과
 공공일자리분야 참여 및 확대 Ⅱ-6-16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일자리발굴단 운영 Ⅱ-6-17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우리 마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Ⅱ-6-18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행복한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Ⅲ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 Ⅲ-7 복지지원과

 교육공동체(MOU) 운영 Ⅲ-7-19 복지지원과(아동청소년)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지도 Ⅲ-7-20 복지지원과, 주민생활과
 배움-희망나눔사업 (학원연계) Ⅲ-7-21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Ⅲ-8 복지지원과
 시간연장형, 기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Ⅲ-8-22 복지지원과(여성보육)
 체험학습장 조성 Ⅲ-8-23 복지지원과,문화홍보과
 아동청소년 바우처 이용률 제고 Ⅲ-8-24 주민생활과(복지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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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 핵심과제 / 세부사업 과제번호 담당부서
건강한 여가문화환경 조성 Ⅳ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소통 장 마련 Ⅳ-9 주민생활과
 재능나눔 아카데미 Ⅳ-9-25 남구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콘서트 운영 Ⅳ-9-26 주민생활과(복지기획)
 재능나눔 동아리 활성화 사업 Ⅳ-9-27 남구자원봉사센터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Ⅳ-10 복지지원과
 청소년 창작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Ⅳ-10-28 복지지원과(청소년창작센터)
 맞춤형 休너지 프로그램 운영 Ⅳ-10-29 복지지원과(아동,가족 등)
 예비노인을 위한 행복한 미래만들기 Ⅳ-10-30 복지지원과(고령대책)

무병장수 건강100세 시대 Ⅴ
 생명존중 문화 조성 Ⅴ-11 남구보건소

 자살예방 조기개입체계 구축 Ⅴ-11-31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생애주기별 힐링, 카운슬링 운영 Ⅴ-11-32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예방관리 Ⅴ-12 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
 건강UP메디컬 체크 Ⅴ-12-33 주민생활과(기초생활보장)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 Ⅴ-12-34 복지지원과(고령대책)
 노인행복장수 프로젝트 (노인요양, 돌봄체계) Ⅴ-12-35 복지지원과(고령대책)
 체육활동프로그램 보급 Ⅴ-12-36 문화홍보과(여가체육담당)



제2장 2015년도 시행계획의 개요

  제1절 2015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제3절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평가

  제3절 2015년도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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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15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수립배경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의 2015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복지수준 제고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수요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자원간 연계

-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연차별 복지목표 및 정책과제 설정․시행하여 평가의 틀 마련

- 복지행정 발전과 지표 설정 등 지역복지사업 적극 개발

추진경과

수 립 단 계 내       용 담  당  자

Ⅰ. 기수립계획 검토
1.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목표 점검

지역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2. 전년도 계획 시행결과 검토

Ⅱ. 해당부서별 

   시행계획안 

   수립 및 확보

1. 기존계획 검토결과 해당부서 통보 지역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해당부서별 담당 공무원

2. 연차별 계획 시행(안) 작성 해당부서별 담당 공무원
지역복지협의체TF

3. 시행(안) 취합 지역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4. 예산부서와 시행(안)에 대한 사전검토 지역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해당부서별 담당 공무원

Ⅲ. 시행계획안 검토
1. 시행계획(안) 검토 지역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지역복지협의체TF

2. 시군구 차년도 예산확정에 따른
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 지역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Ⅳ. 시행계획안

   확정 및 제출

1.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지역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지역복지협의체 간사

2. 연차별 계획 제출 지역복지계획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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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 상호협조체계로 복지네트워크 공고화 및 복지영역 민간참여 활성화

지속적인 복지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관심증대와 이해 제고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로 복지체감도 증대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등 동단위 정보전달 인력체계 조직화

안정된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강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마련 및 취업역량강화

지역내 고용자원 및 서비스를 집약하여 지역고용복지 네트워크화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를 통한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공동체 구축으로 교육자원 공유 및 교육서비스 개발

지역자원과 연계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한 지역인재 양성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소통,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여가문화 향유기반 마련

재능 나눔․기부활동을 통해 지역내 문화소외계층과 여가문화 공유

질병의 사전예방․관리기능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

질병의 사전예방관리 및 조기 발견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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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방향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실행력 제고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구성․운영

⇒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력 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학생 협력위원 위촉

⇒ 지역대학생 구정 참여 기회제공 및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

이웃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기반조성

재능기부 아카데미 운영 및 재능기부 동아리 운영 지원

⇒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재능기부 활성화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이 참여한 행복2천플러스 나눔사업 추진

⇒ 어려운 이웃을 지역차원에서 스스로 도와 나눔문화 확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검토․연계하여 보건의료사업과의

통합적, 유기적 연계 실현

자살예방사업 추진 등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노력

⇒ 지역보건의료와 연계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건강취약계층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중심 질병 조기 예방관리 강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공공․민간․주민 협력강화로 자조적 문제해결

고용, 교육, 여가문화, 건강증진사업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별로 민관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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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및 고려사항

목표과제 주요사업내용 중점 및 고려사항 비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복지

공동체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공

동체 조성

∙인적사회안전망 강화

∙자원정보 공유 및 복지

사업 홍보로 복지체감도

증가

∙복지정보의 공유 미 정

책의 쉬운 접근으로 주민

참여 용이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바탕

으로 지역복지사업을 추진

하여 복지체감도 및 만족

도 향상

안정․맞춤형

고용복지

실현

∙고용네트워크 구축

∙취창업 코칭지원으로 취

업대상자 역량강화

∙우리 마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

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우리 지역만의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

하여 취창업 활성화로 지

역경제 활성 도모

행복한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학교․가정․사회 교육

지원연계사업

∙육아복지환경조성

∙교육취약계층 학습지원

∙자녀 양육환경 개선으로

보다 안정된 일․가정 양

립화 지원

∙교육서비스 제공기관과

의 협약을 통해 보다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

건강한

여가문화환경

조성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소

통의 장 마련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생활밀착형 여가문호 제

공으로 누구나 즐기는 여

가문화 생활환경 조성

∙다양한 재능 및 다각적

나눔문화, 재능기부 체계

구축

건강한

100세 시대

∙건강한 정신건강유지 지

원

∙건강예방사업 추진

∙정신건강증진으로 신관

비관, 경제비관 등으로 인

한 자살률 감소

∙건강예방관리로 지역주

민 건강행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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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평가

제2기(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평가 총평

통합복지 부문

사 업 수 : 11개 (보편6, 지역5)

정부보조사업이 대부분인 보편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으며,

지역사업인 복지한마당개최, 건강보험지원 등은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

움이 있었지만 민관기관 협력으로 이루어져 저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음.

제2기 계획수립시 문화여가부문의 욕구가 높아 문화여가중심의 프로그램을 시행중

에 있으나 저예산으로 참여인원에 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있음

복지기관실무자 정기포럼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화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이 컨트롤

타워 역학을 하면서 사례회의실시, 협의체 구성, 월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보편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우수하지만, 지역사업의 경우 인력,예산,협력

으로 인한 사업성과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민-관-학의 공동협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임

노인복지 부문

사 업 수 : 14개 (보편6, 지역8)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예싼이 전체적으로 증대하였으며 계획대비 사업대상 및 추

진횟수는 20%이상 늘어남으로써 사업성과는 아주 우수한 편임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사업의 경우 재정 및 인력부재로 인해 안부확인, 밑반찬배달 등 

서비스내용이 제한적으로 지역내 어르신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미치지 못

함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경우 각종 프로그램 참여도 및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60개소의 경로

당 활성화수준의 편차가 심한 편으로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기관의 참여 및 활성화가 필요

우리구 노인비율은 16.38%로 타 지자체보다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편으로 지역내 어

르신의 복지욕구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역내 어르신 욕구에 맞으

면서 노인이 더 이상 비활동성 인구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자조적 참여가 가능한 사

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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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부문

사 업 수 : 18개 (보편5, 지역13)

장애연금 및 바우처(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이 증가되었지만 대상자 

발굴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목표 대비 높은 달성율을 보임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의 경우 각종 취업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자 

워크숍 개최, 사회적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개별대상자 역량강화서비스 제

공은 원활히 되고 있으나 지역내 사업체 부족 등으로 취업으로 연결이 어려움

장애인문화활동사업은 문화바우처 및 관련기관의 일회성 행사로 추진되어 주로 수

동적인 참여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장애 특성에 맞는 각종 동아리, 취미활동 등 

자조적인 모임활성화, 관련정보제공으로 지역장애인들의 사회참여도를 높여야 함

장애인분과의 지역사업은 저예산에도 불구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기존 자원활용 등으로 추진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냄

아동․청소년 부문

사 업 수 : 17개 (보편8, 지역9)

보편사업의 경우 정부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투입,활동,산출 

부문에서 사업성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며, 지역사업의 경우 기관, 시설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여 기관 성격상 방향성이 각기 달라 대상자에 대한 접근, 추진 등

의 방법이 다르며 기관간 공동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 부재로 연계협력도가 낮은 

편임

민관 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주관부서가 명확하여 사업추진이 양호

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민협력사업의 경우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부재와 기관별 

일회성, 행사성 사업진행으로 사업의 효과성에는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민-민, 민-관 협력사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아동청소년분과 중점사업으로 지역내 관

련기관 네트워크 조직 및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예산부문 및 인력, 협력부문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여 관련부서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지역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의제를 개발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대방안 마련과 효율적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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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복지 부문

사 업 수 : 25개 (보편7, 지역18)

보편 및 지역사업에서 추진하는 가족친화사업의 경우 사업부서 및 여성가족분과를 

중심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역사회 변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관련사업 추

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지역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분야의 생활안정, 여가지원,

경제활동분야, 가족친화사업 등 추진사업이 18개로 다른 분과에 비해 사업량이 많

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직업훈련 및 직업전문교육의 경우 대상자의 개인역량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 및 

기관별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연계 등이 필요하며, 여성가족분과의 

지역사업의 경우 주로 기관 자체재원에 의존한 사업추진으로 기관사정에 따라 사업

의 성과도가 달라지므로 향후 보다 안정된 재정적 확보가 필요함

고용복지 부문

사 업 수 : 12개 (보편4, 지역8)

일자리제공사업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공공분야 및 저소득층에 한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취약계층 창업지원사

업의 경우 창업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해 주는 제도로 자립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

으나 여신규정에 의한 신용문제 및 창업지도를 위한 인력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짐

지역특성상 주택밀집지역으로 지역내 사업체수가 많지 않아 일자리제공사업의 경우 

공공분야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의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된 희

망취업체험박람회가 지역주민 참여도 및 취업성공율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으므

로, 향후 지속적인 취업정보가 가능하나 박람회 등의 개최가 필요함

주거복지 부문

사 업 수 : 7개 (보편2, 지역5)

임대주택 연계 및 알선사업의 경우 신청자 수는 매년 늘어나지만(평균 모집인원의 

3.2배 신청접수함) 입주율은 낮아 공공부문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며,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거사업에 의존하여 수요대비 공급률

이 많이 낮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주거취

약계층 사례관리시 지역내 자원인프라 부족으로 대상자 위기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공공분야 임대주택사업에서 벗어나 희망보금자리사업(폐공가 활용 무상임대) 등을 

통한 주거지원으로 주거만족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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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2015년도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총괄

2015년도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2015년도 핵심과제 총괄

핵심과제명 성과목표 예산
(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공동체 주민참여도

기관참여도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복지 5,047 주민참여율

공동체의식율 300명
민관협력 
활성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11 연계활동율

연계만족도 1,200건
복지전달체계
개선 복지체감도 향상 2 만족도

기관인지도향상
450건

연4회홍보
 맞춤형 고용복지 실현 발굴연계율

취창업성공율
고용복지
연계강화

고용복지 네트워크 
강화 7 서비스연계율 1,000건

취업성공
파트너지원 취창업 미스매치 해소 10 취창업증가율 1,000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특색
일자리분야 발굴 7,409 일자리발굴율

참여율 2,000명
 행복한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 교육복지자원

연계지수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

교육복지서비스
네트워크화 324 기관참여율

만족도
20개소
300명

아이낳고키우기
좋은환경조성

자녀양육 및 교육환경 
질 향상 1,006 보육만족도

학습만족도 3,600명

 건강한 여가문화환경 조성 여가문화연계
참여만족도

재능나눔을통한
문화소통장마련 여가문화생활 대중화 36 재능나눔참여율

기관참여율 200명
맞춤형
여가문화조성

대상자별 맞춤형 
여가문화생활로 삶의 질 향상 237 주민참여율

만족도 3,000명

 무병장수 건강 100세 시대 건강행태개선
서비스제공율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30 협의회구성운영

만족도 600명

건강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유지 320 지역주민참여도
건강행태개선도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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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세부사업 총괄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시행

여부 예산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Ⅰ-1-1 洞인적안전망 강화 여 6 주민참여확대 참여인원 330명
Ⅰ-1-2 나눔문화확산 여 92 이웃지킴이지원 지원실적 300명
Ⅰ-1-3 주거생활환경개선 여 4,949 주민만족도향상 사업추진율 95%이상
Ⅰ-1-4 복지계획 모니터단 

운영 여 0 의견수렴
및 실행력제고

모니터단운영
평가척도개발

15명
5개분야

Ⅰ-2-5
복지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여 1 지역자원

연계도모 복지연계실적 1,200건

Ⅰ-2-6 고독사Zero프로젝트 여 1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발굴 및
서비스연계실적 600명

Ⅰ-2-7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여 10 사회복지종사자

임파워먼트 민관워크숍개최 연1회
(250명)

Ⅰ-3-8 원스탑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 0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코디네이터

자원DB화
13명
450건

Ⅰ-3-9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사업 홍보 여 2 복지서비스

접근용이
복지사업홍보
서포터즈구성

4회
10명

Ⅱ-4-10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여 3 고용서비스기관

인지도 향상 연계홍보건수 연4회
1,000건

Ⅱ-4-11 고용복지포털 구축 여 0 취업정보
접근성 강화

포털구축
등록사업체수

1건
200개소

Ⅱ-4-12 희망Job채용박람회 여 4 취창업 
기회제공 채용박람회개최 연1회

Ⅱ-5-13 취,창업 
코칭프로그램 운영 여 0 맞춤형

일자리제공
코칭프로그램

운영실적 1,000명
Ⅱ-5-14 취업대상자 역량강화 여 6 직업능력향상 직업훈련실적 1,000명
Ⅱ-5-15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여 4 고용복지

연계체계 구축 고용연계실적 230명
Ⅱ-6-16 공공일자리분야 참여 

및 확대 여 6,097 지역중심의
일자리제공

공공일자리
제공실적 2,000명

Ⅱ-6-17 일자리발굴단 운영 여 0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체등록수 200건

Ⅱ-6-18 우리 마을,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여 1,312 지역일자리창출

근로기회확대
기업수

채용인원
12개소
70명

Ⅲ-7-19 교육공동체
(MOU)운영 여 0 교육복지

연계망 확대 협약체결기관수 20개소

Ⅲ-7-20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지도 여 324 체험학습

기회제공
교육사업

연계사업실적 200회
Ⅲ-7-21 배움-희망나눔사업 여 0 사교육비

부담경감 지원대상자수 15명

Ⅲ-8-22 시간연장형, 기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여 229 보육서비스

질적향상
보육서비스

만족도 60%이상

Ⅲ-8-23 체험학습장 조성 여 147 글로벌
인재양성 학습참여인원 3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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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시행

여부 예산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년 2015년

Ⅲ-8-24 아동청소년바우처 
이용률 제고 여 630 바우처

이용률 증가
제공기관수
이용자수

95개소
400명

Ⅳ-9-25 재능나눔 아카데미 여 3 재능나눔문화
확산

재능나눔봉사자
양성 200명

Ⅳ-9-26 재능나눔 콘서트 
운영 여 5 문화체험기회

제공 콘서트개최 연1회

Ⅳ-9-27 재능나눔 동아리 
활성화 사업 여 28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동아리운영 및

참여인원
4개

200명

Ⅳ-10-28 청소년창작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여 157 창의적 

인성개발
프로그램운영

참여인원
100회

1,000명
Ⅳ-10-29 맞춤형 休너지 

프로그램 운영 여 73 맞춤형여가
프로그램제공

프로그램
참여인원 3,000명

Ⅳ-10-30 예비노인을 위한 
행복한 미래만들기 여 7 행복한

노후설계 교육참여인원 2,000명

Ⅴ-11-31 자살예방 
조기개입체계 구축 여 0 생명존중정신

함양 협의회구성 10명

Ⅴ-11-32 생애주기별 
힐링,카운슬링 운영 여 3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인원 150명

Ⅴ-12-33 건강UP메디컬 체크 여 0 취약계층
건강관리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2,000명

Ⅴ-12-34 치매노인종합지원시
설 운영 여 240 지역사회중심

치매노인지원
경증치매노인

이용실적 30명 40명

Ⅴ-12-35 노인행복장수 
프로젝트 여 0 다양한

돌봄체계지원 서비스제공실적 1,000명

Ⅴ-12-36 체육활동프로그램 
보급 여 80 생활체육

사각지대해소
체육활동
보급횟수 연6회



제3장 핵심과제별 시행계획

   제1절 주민참여 활성화

  제2절 민+관 협력 활성화

  제3절 복지 전달체계 개선

  제4절 고용복지 연계 강화

  제5절 취업성공 파트너 지원

  제6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제7절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

  제8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제9절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소통 장 마련

 제10절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제11절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제12절 건강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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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Ⅰ-1.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복지

주민참여 증가율

공동체의식 증가율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Ⅰ-1-1. 洞 인적안전망 강화 지역

연계활동 현황

지역주민 만족도

공동체 의식도

330명 6

Ⅰ-1-2. 나눔문화 확산 지역
나눔문화 참여인원

지원대상자 수
300명 92

Ⅰ-1-3. 주거생활환경개선 지역
네트워크운영여부

주요사업 추진율

4회

95%
4,949

Ⅰ-1-4. 복지계획 모니터단 운영 지역 모니터단 구성 15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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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지역내 재개발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노후된 주거생활환경으로 욕구조사결과에서도 주거환

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생활환경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활력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개

발 및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주민의 욕구분석을 통해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스

스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세대 및 소득격차에 대한 갈등해소와 

복지대상별 사회통합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사회경제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각 가정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8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생활의 어려움으로 저소득․과다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3.29점)을 가

장 많이 꼽았으며, 그 뒤로 실직․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2.75점), 자녀양육 및 자녀

교육에 관한 어려움(2.65점),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2.56점)순으로 확인됨

∙복지욕구조사결과 남구 지역환경 부문에서 남구와 다른 지역을 비교하여 살기에 어떤 곳인

가라는 질문에 10점 척도로 6.04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남구가 보통정도로 살만한 곳이

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사회문제에 대하여 5점 척도, 12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일자

리문제(3.37점), 빈부격차 문제(3.31점), 주택․주거환경 열악, 재개발문제(3.11점)순으로 심각

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공급분석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2개의 복지부서(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를 중심으

로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대덕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여

성, 아동, 노인복지시설 등 240개 정도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음

∙복지예산의 지출부문은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

할 시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임. 또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중앙과 지자체간의 복지재원분담 및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남구의 경

우 복지재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므로 기존자원활용 및 민관협력을 통한 인적서비스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할 것임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지역내 재개발구역 산재, 상권쇠퇴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력 부족, 사회․문화적 빈

곤으로 인하여 열악한 주거생활환경 및 지역장기침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자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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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주민생활과

계장 김봉수(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김주선(사회복지7급) 053)664-2542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의 커뮤니티조성, 지역주민과의 소통공간을 마련하

여 공동체를 회복토록 하여 주민주도의 사업을 통한 지역 애착도를 고취시켜야 할 것임

∙지역복지 활동을 전개해 온 민간단체의 참여 및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를 복지서비스 인프라에 흡수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

성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주민참여 활성화

• 성과목표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복지

• 성과지표 : 주민참여 증가율, 공동체의식 증가율

洞인적안전망

강화

나눔문화

확산

주거생활

환경개선

복지계획

모니터단운영

•연합회구성 및

연계활동현황

•활동에대한질

적평가

•나눔문화 참여

인원및후원금액

•후원을 통한 수

혜자현황

•협력네트워크

운영여부

•주요사업추진율

•모니터단 운영

여부

•활동실적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Ⅰ-1-1 洞인적안전망 강화 6 연계활동참여인원 330명

Ⅰ-1-2 나눔문화 확산 92 지원대상자 수 300명

Ⅰ-1-3 주거생활환경개선 4,949
협력네트워크 
운영여부

연4회

Ⅰ-1-4
복지계획 모니터단 

운영
0
모니터단 구성여부,

평가척도개발
15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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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1.  洞 인적안전망 강화 (Ⅰ-1-1/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단위 인적네트워

크를 구성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단위 책임성 부여와 복지공동체 조성 필요성 대두

❍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으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상시발굴

을 위해 동단위 인적안전망을 구성․추진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조성

사업목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동단위 인적안전망(복지통장) 강화

❍ 지역단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가구의 체계적 관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대상

사업대상 동 인적안전망 참여인원

실인원수 33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역단위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 조성
∙지역주민 공동유대감 강화

∙연계활동 참여인원
∙지역주민 만족도 및 공동체 의식도

사업내용
❍ 민간사회안전망 남구연합회 운영

∙동 단위 복지거점화 추진을 지역단위(洞) 책임성 부여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

∙공공복지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도적 역할 부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참여와 동원을 위한 주민주도적 문제해결로 지역주민간의 

공동유대감 및 공동체의식 함양

∙구성인력 : 12개동 회원418명

❍ 복지통장제 도입 및 활성화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단위 보호체계 구축

∙동단위 지역문제해결 및 특화사업 추진

∙활동내용 : 관할 구역의 가구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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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330명 330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6 6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6 6 100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복지통장도우미 발대식

2/4분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활동

3/4분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활동

4/4분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활동 결과보고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0 6 330명

민간사회안전망 연합회 활동 6 12명주민생활과 동주민센터

통장복지도우미 발대식 0
연1회

(325명)
주민생활과 동주민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0 500건주민생활과 동주민센터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인적안전망 활동인원 330명
인적안전망 
구성인원수

위촉명부 결과보고서 연도말

저소득지원연계 현황 500건
지원연계건
수

후원결연현
황

업무보고서 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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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동단위 민간사회안전망 및 지역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체계 마련

❍ 활동내용 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 검토

❍ 잠재적 빈곤위험계층 발굴 및 복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복지제도 및 정보 제공 필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복지기획) 김봉수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남구청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 강경희 (사회복지6급) 053)664-2607

Ⅰ-1-2.  나눔문화 확산 (Ⅰ-1-2/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주민 욕구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생활 여건의 어려움 중 저소득․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현 복지사업 및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남에 따라 

지역차원의 나눔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결연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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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이웃의 따뜻한 사랑의 정을 전달하여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나눔 분위기 조성

사업목적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장기적인 나눔문화 확산

❍ 지역내 폐․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제공으로 자활자립 지원

❍ 폐공가 및 헌교복 등 활용으로 주민 모두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분위기 조성

사업대상

사업대상 남구 저소득 주민 (이웃지킴이 지원대상자)

실인원수 3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
∙나눔문화 참여인원 및 후원금액
∙지원대상자 현황

사업내용
❍ 2천원 행복플러스 운동 추진

∙내    용 : 1인 1계좌(계좌당 2천원) 후원/기부

∙모금기간 : 연중

∙목 표 액 : 90백만원 정도

∙대    상 :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

∙방    법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한 지정 기탁

∙절    차

  후원신청서
   작      성

후원신청서
접수․안내

후원금 관리
 소득공제
영수증발급

사업별
수혜자

계좌입금
물품지원

장학금 
수령등

후원자 구․동주민센터 공동모금회 구 공동모금회 수혜자

❍ 행목2,000원 플러스사업

∙이웃지킴이 SOS사업

- 소요예산 : 55,000천원

- 지원기준 : 가구원 1~2인 200천원이내, 가구원 3인 이상 300천원이내

※기타 필요시 동장추천(의견서 기재)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 100만원 이내

∙이웃지킴이 장학사업

- 소요예산 : 10,000천원

- 대    상 : 추천 받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중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중, 고, 대학생 장학금 1,000천원 (1인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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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및 지역내 초․중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내 학생으로 선정

∙이웃지킴이 교복지원사업

- 소요예산 : 10,000천원

- 대    상 : 관내 거주 저소득 세대 중․고생 100명 정도

- 지원내용 : 교복지원(하복) 100천원/1명

∙이웃지킴이 다문화센터(가정)지원

- 소요예산 : 5,000천원

- 대    상 : 다문화 지원센터 다문화가족(20가구)

- 지원내용 : 한국적응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긴급생계비 지원 등

- 지원기준 : 다문화센터 300만원, 다문화가정 100천원/1명

※동장, 다문화지원 관련기관 추천을 받은 다문화 가구

∙희망보금자리 사업 지원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지원내용 : 폐․공가 리모델링 재료구입 및 사업비

- 지원기준 : 동장 추천에 의거 최고 500만원/1가구 지원

❍ 희망보금자리 조성사업

∙목   적 : 주거비 부담 및 주거불안 저소득층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폐․공가를 리모

델링, 무료임차 제공하여 저소득가구 탈빈곤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기간 : 연중

∙규    모 : 연 2~3가구 리모델링 후 3~5세 입주

∙내   용 : 폐․공가를 무상임차하여 도배․장판 및 보일러 등 주택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

을 입주시켜 최소 3년 이상 거주하며 주거안정 및 자립을 유도

∙추진체계

구(區) 공가 가옥주 구·자원봉사자 구(區)
사업홍보,

대상가옥발굴
공가무상

제공(3년이상) 집수리시행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교복나누기 사업 추진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사업내용 : 민,관,학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교복나누기 운동을 통한 헌교복              

재활용․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저소득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지원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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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300명

사업비(단위:백만원) 82 92 10 12.19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82 92 10 12.19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나눔문화사업 계획수립 및 홍보

2/4분기 민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3/4분기 민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4/4분기 민관협력사업 결과보고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6개 82 92 300명 1개소

이웃지킴이 SOS사업 55 55 150명주민생활과 동주민센터

이웃지킴이 장학사업 10 10 20명주민생활과 관내 학교

이웃지킴이 교복지원사업 10 10 100명주민생활과 동주민센터

다문화센터(가정)지원 5 5
1개소,

20명
주민생활과

다문화가정지
원센터

희망보금자리 사업비 지원 0 10 20가구주민생활과

희망보금자리 조성사업 0 0 3호 2호주민생활과 봉사단체

교복나누기 사업 2 2 20명주민생활과 관내 학교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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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모금 목표달성도 92백만원 기부목표액 기부현황
공동모금회
자체자료

사업종료후

나눔문화 참여인원 500명
지정기탁
기부현황

기부명부
공동모금회
자체자료

사업종료후

지원대상 인원 300명 지원인원 지원명부 공문서 사업종료후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기부문화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기부형태 및 기부방법 발굴 필요

❍ 기부자에 대한 예우제도 및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반영된 시스템 마련

❍ 지속적인 기부 및 기부문화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공감대 형성 노력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복지연계) 김진하 (행정6급) 053)664-2517

남구청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단) 강경희 (사회복지6급) 053)664-2607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담당자 053)667-1000

남구지역자활센터 주택 개보수 지원담당자 053)476-1991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담당자 053)473-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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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3.  주거생활환경 개선(Ⅰ-1-3/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우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대구의 중심에 위치하였으나 낙후된 지역 환경으로 인하여 인

구유출이 심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어 주거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문제를 주민 스

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참여하여 주거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

❍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구성,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동반 성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마을단위로 기초생활형 인프라 공급과 각종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

의 삶의 질을 개선

사업목적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 민․관․학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낙후된 지역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 거주만족도 향상

❍ 소통, 협력 및 화합을 통한 연대의식 강화로 지역․계층․세대간 갈등해소

사업대상

사업대상 도시재생사업 (이천행복마을, 대명행복문화마을)

실인원수 이천동, 대명동 지역주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열악한 
주거생활환경개선

∙협력네트워크 운영 여부
∙주요사업 추진율(해당연도 95%이상)

사업내용
❍ 이천행복마을 만들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고미술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 및 특화사업 추진

< 2015년 사업계획 >

∙거주환경개선 : 옹기종기 한집되기(밀집된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정비)

폐․공가 정비(주민쉼터, 근린생활시설 조성 등)

∙공영주차장 확충 : 주거밀집지역내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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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2개, 1개소 2개, 1개소

사업비(단위:백만원) 4,949 4,949 100

- 국비 1,400 1,400 100

․일반회계 1,400 1,400 100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1,820 1,820 100

- 기타 1,729 1,729 100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4분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4분기 평가

❍ 대명행복문화마을

∙대명공원 문화거리 확충 및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기존 노후건축물 및 시설 정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 2015년 사업계획 >

∙문화예술창작 : 남구공연문화지구 조성(거리공연예술마당)

∙세대계층간 어울림 : 대학문화소통지구 조성(야외공연장 설치 등)

∙주민역량강화 : 주민참여 도시대학, 문화예술생각대로 청소년디자인학교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4,949 1개소

거주환경개선 사업 추진 4,877 2개 도시재생총괄과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

72 1개소 도시재생총괄과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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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협력네트워크 운영 연4회 간담회횟수 운영보고서 보고서 연도말

주요사업 추진율 95%이상
2015년사업
진행률

결과보고서 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복지협의체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좋은이웃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효과적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도시재생총괄과 서정택 (행정6급) 053)664-2807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담당자 053)627-6981

좋은이웃협의체 지역주민대표(14명)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기관대표 053)66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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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4.  복지계획 모니터단 운영(Ⅰ-1-4/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민간과의 소통․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구상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

❍ 사회복지법에 의거 위촉된 洞복지위원(남구26명)의 활동영역을 높이기 위해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에 대하여 상시체크링 시스템을 통

해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

에 주민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사업목적
❍ 상시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추진

❍ 지역복지사업의 실행력 평가 및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지역복지 발전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고취 및 지역복지계획 실행력 제고

사업대상

사업대상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실인원수 15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민참여활성화 및 계획실행력 제고
∙복지계획 모니터단 구성운영 여부
∙지역복지계획 평가척도 개발

사업내용
❍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복지계획 모니터단 구성

∙구성인력 : 洞복지위원 15명 위촉 (총26명 중 3개 권역별 5명 위촉)

∙임    기 : 4년 (2015년 ~ 2018년)

∙구성방법 : 제3기 지역복지계획 전략목표(5개)별 그룹화하여 분과별 3명

∙활동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략목표(5개)별 그룹화하여 분과별 3명으로 선정․활동

-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 제3기 지역복지계획 실행력 모니터링(연1회) 및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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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 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남구청 주민생활과(복지기획)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위촉식 및 설명회 개최 : 상반기

- 모니터단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5개분과)

- 모니터단 의견수렴 및 모니터요원과의 소통시스템 지원

- 모니터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모니터요원의 전문성제고 위해 노력

- 모니터내용 관리 및 모니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운영․활동지원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계획 자체 평가척도 개발

∙평가척도(안) : 5개분야(전략목표) 10점 척도로 평가항목 10개 이상

∙평가개발 :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외계층지원분과 중심으로 협의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4개 0 0 2개소 1개소

지역복지계획 모니터단 구성 - 15명주민생활과 복지협의체

지역복지계획 설명회 개최 - 1회주민생활과 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척도 
개발

- 5개분야복지협의체 남구청

소요예산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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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지역사회복지계획모니터단 구성(위촉)

2/4분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척도관련 의견수렴

3/4분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척도 개발

4/4분기 모니터단 운영결과 평가 분석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모니터단 위촉 - 15명 위촉인원 위촉명단 전자문서 상반기

평가척도 개발 - 5개분야 개발여부 평가척도 평가척도표 하반기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모니터단 활동결과에 따른 의견이 상시수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시스템 마련 필요

❍ 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필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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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복지기획) 김봉수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5개 분과 053)664-3701

동주민센터(13개소) 복지위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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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관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Ⅰ-2.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연계활동율

연계만족도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Ⅰ-2-1. 복지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지역

연대사업개발

사례회의 및 

대상자 지원실적

2개

12명

1,200건

1

Ⅰ-2-2. 고독사 Zero 프로젝트 지역
대상자 발굴 수

서비스 연계현황
600명 0

Ⅰ-2-3.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지역
직무교육실시

민관워크숍 개최

연1회

(250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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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앞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동반 자살한 ‘세모녀 자살사건’의 경우 공적보지원제도의 보

호를 받지 못한 경우로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와 욕구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했으며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음. 또한 복지예산은 지속적으

로 증가한데 반해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로 획일적인 정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차

원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김

공공주도의 복지행정이 한계점을 드러냄에 따라 공공주도에서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지역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하여 지

역사회 문제를 해결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구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자리문제, 빈부격차문제,

주택 및 주거환경 열악 문제, 차별의 문제 순으로 답하였으며, 이는 각종 공적지원제도 및 복지정책사

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음

∙남구의 지역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수 역시 2.21명으로 줄고 있음. 노인인구

는 지역인구의 16.38%, 장애인인구 2.4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64%, 차상위계층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구의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차지하는 비중 역시 타 구군에 비해 높은 편임

공급분석

∙남구의 복지재정은 재정자립도가 17.4%로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1인당 

자체 복지지출(67천원)에 비해 지역주민 인구 1인당 복지지출(5천원)이 현저하게 낮아 보편적 복

지가 미흡한 실정임

∙복지서비스 민간공급 주체별로는 일반사회복지시설이 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12개 정도가 있으

며,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114개소,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32개소,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8개소,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제공기관 141개소,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10개소 정도가 있음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지역문제의 해결방법은 지역내에 있으며 지자체의 노력만이 아닌 민간영역부문에서 함

께 노력하고 추진하면서 현 복지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공공과 민간부문이 소통

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장 마련이 필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다양한 욕구

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자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기

존의 인프라 연계와 협혁하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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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주민생활과

계장 강경희(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이미향(사회복지6급) 053)664-2542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각종 자

원을 집약하여 대상자엑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복

지자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해당인력(복지업무 종사자)의 역량강화도 필요할 것임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민관 협력 활성화

• 성과목표 : 민관협력사업으로지역주민삶의질향상

• 성과지표 : 연계활동율, 연계만족도

복지클러스터형성을통한

통합사례관리활성화

고독사Zero

프로젝트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연계기관 현황

•사례회의 및 대상자

지원실적

•복지사각지대 대상

자 발굴 현황

•서비스 연계 현황

•직무교육 실시

•민관종사자 워크

숍 개최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Ⅰ-2-1

복지클러스터형성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1

연대사업 추진실
적, 사례회의 및 
지원실적

1,200건

Ⅰ-2-2
고독사Zero

프로젝트
비예산 서비스연계현황 600명

Ⅰ-2-3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10

민관종사자 워크
숍 개최

연1회
(250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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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 복지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Ⅰ-2-5/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남구는 크게 이천봉덕권, 대명권, 앞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복지자원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기관의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

구하고 지역주민의 기관의 인지도 및 이용률은 많이 낮은 편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서는 기존의 자원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민, 민관

의 협력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해야 함

사업목적
❍ 민민간의 연대를 활발히 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윈윈효과 증대

❍ 남구지역 민간기관간의 복지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복지자원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사업대상

사업대상 통합사례관리

실인원수 12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복지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기관인지도 
향상 및 자원연계도모

∙연대사업 추진실적
∙사례회의 및 대상자 지원실적

사업내용
❍ 복지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복지자원 공유 (민-민 협력)

∙여성, 아동, 청소년 부문 / 노인 / 장애인 / 기타(종합복지관, 자활센터) 영역 부문으로 

자원공유가 가능한 기관, 단체, 시설의 네트워크 회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남구 전체의 자원정보공유의 장 마련

❍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으로 복지자원연계 (민-관 협력)

∙권역별 복지지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복지자원 연계 및 기관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홍보하여 권역별 복지특성화 운영, 협력사업개발

❍ 통합사례관리협의회 운영

∙운영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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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12명 12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1 1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1 1 100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연대사업 개발회의

2/4분기 연대사업 추진

3/4분기 연대사업 추진

4/4분기 연대사업 추진 결과분석

∙참여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및 사례관련기관(7개분야 9개소)

∙내    용 :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상설, 지속적인 회의를 통한 기관별 사례관리 내실화

∙운영방법 : 월1회 회의개최

∙회의내용

- 기관별 통합사례가 필요한 중점사례가구에 대한 사례 브리핑

- 각 분야별 지원가능한 서비스 검토

- 사례별 서비스 지원 진행상황 점검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1 1,200건

연대사업 개발 0 2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주민생활과

복지자원 연계 0 1,200건주민생활과 민간기관

통합사례관리협의회 운영 1 12명주민생활과 민간기관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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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연대사업 개발실적 2건
사업추진여
부

사업계획서
회의록 및 사
업계획서

사업종료후

복지자원연계 1,200건 연계실적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사업종료후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민간 자원연계를 통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민-민간의 복지 공동사업 연대 강화

❍ 통합사례관리협의체 구성을 통해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하고 사례대상자 긍정적 변화에 기여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 강경희 (사회복지6급) 053)664-2607

영유아복지시설 기관정보제공 및 자원공유 96개소

여성복지시설 기관정보제공 및 자원공유 1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기관정보제공 및 자원공유 19개소

노인복지시설 기관정보제공 및 자원공유 118개소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계에 필요한 행정지원 053)66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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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  고독사 Zero 프로젝트 (Ⅰ-2-6/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언론의 잇따른 독거노인 및 독거거주세대의 자살과 고독사 보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복

지대상자 이외의 틈새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생활세대에 대한 일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

❍ 민관이 협력하여 독거세대 전수조사를 통해 어려운 독거세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연계, 사례관리추진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사업목적
❍ 동단위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지역주민 복지만족도 향상

❍ 민관협력사업으로 동단위 이웃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율적,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대상

사업대상 저소득대상자 관리

실인원수 6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현황
∙서비스 연계 현황

사업내용
❍ 동 위기가정 발굴단 운영

∙운영주기 : 연1회

∙구    성 : 동별 공무원, 복지도우미, 노인돌보미, 통반장 등 발굴단 구성

∙조사대상 : 공공요금 생계형 체납가구 및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등

∙조사결과

- 조사결과에 따라 개입이 필요한 위기가구 차등관리

- 위기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 안부확인, 사회서비스제공, 집중관리군으로 구분

- 긴급지원, 방문형서비스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자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 4년 단위로 관내 독거세대 미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의거 보호대상 독거세

대 DB구축 및 위기정도에 따른 차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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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동절기 동별 위기가정 발굴단 구성,운영

2/4분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결과 대상자 관리

3/4분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결과 대상자 관리

4/4분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결과 대상자 관리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0 600명

동별 위기발굴단 구성운영 0 13개주민생활과 동주민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결과
대상자 관리

0 600명주민생활과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소요예산 : 비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위기가정발굴단 운영 13개
동별 발굴
단운영여부

운영계획 구성운영계획 12월

복지사각지대 발굴결과
대상자 관리(서비스연계)

600명 관리대상
저소득층
관리명부

행복 e음관리
현황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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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위기가정발굴의 필요성 및 관심유도를 위한 동별 위기발굴단 교육 필요

❍ 지역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위기가구DB구축하여 대상자관리의 체계성이 필요

❍ 정기적인 민관합동조사 실시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집중관리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 강경희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동주민센터 13개소 위기가정발굴단 구성운영

Ⅰ-2-3.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Ⅰ-2-7/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인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종사자의 역량에 따라 복지서비

스 만족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복지서비스 전달자인 종사자의 업무의 질 관리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며 복지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사례관리담담자는 이론적 경험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수퍼비져에 의한 수퍼비전 수

행경험이 적은 관계로 전문적 교육기회의 제공이 요청되며,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업

무 종사자 민관합동 역량강화교육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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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소통과 화합으로 보다 나은 복지공동체 조성

❍ 민+민, 민+관 협력과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 민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지역복지를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사업대상

사업대상 민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실인원수 25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회복지종사자 임파워먼트
∙직무교육 실시
∙민관종사자 워크숍 개최

사업내용
❍ 복지공동체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일    자 : 2015년 1월 중

∙참석대상 : 민관 사회복지업무종사자

∙내    용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민관의 복지서비스 정보 공유 등

❍ 사회복지직 신규공무원 OJT교육

∙기    간 : 신규복지직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

∙대    상 : 신규사회복지직

∙주    관 :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교육내용 : 복지사업별 지침 및 전산교육, 소양 및 직무교육 등

❍ 민관기관 사회복지실무자 교육 : 기관별로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역량교육 실시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10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10 연1회주민생활과 민간기관

직무교육실시 0 연1회
주민생활과
사회복지법인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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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250명 250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10 10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10 10 100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교육수요조사 및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2/4분기 민간기관 사회복지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3/4분기 사회복지직 신규공무원 OJT교육

4/4분기 평가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연1회 개최여부 계획서 계획서 사업종료후

직무교육 실시 연1회 교육여부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사업종료후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복지업무 종사자의 업무경력에 따른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넓은 교육선택권 제공

❍ 철저한 교육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여 차기에 반영

❍ 사회복지사협회 등 각종 교육기관의 협력․조정을 통해 교육의 중복 방지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54 -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복지기획) 김봉수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합동 워크숍 추진 053)66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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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복지 전달체계 개선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Ⅰ-3. 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체감만족도

사업기관인지도

향상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Ⅰ-3-1. One-Stop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복지자원등록관리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450건

13명
0

Ⅰ-3-2.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사업 홍보 지역
복지사업 홍보실적

자원목록집제작

4회200명

1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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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현 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공적지원제도의 신청주의 원칙과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

한 홍보 및 정보제공 부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

한 접근성 문제가 항상 논의되어 왔으며, 생계․의료․돌봄․정신건강 등 다양한 위기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복합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환경이 갖춰있

지 않아 시의적절한 파악과 지원의 한계가 존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의 불편한 점에 대한 응답내용이 정보제공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아 현재 복지서비스 홍보방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자

별 눈높이에 맞는 홍보방법이 개발되어 일선 현장의 복지전달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임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 지역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

타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남구지역의 사회복지 관련시설, 기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함

∙대상자벼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시 불편한 점을 살펴보면 본인이 바쁘고 시간이 부

족하다, 사회복지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부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이용방

법을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가 대다수로 기관의 낮은 인지도, 이용방법 및 복지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이 어렵다고 하므로 대상자별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는 접근방

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임

공급분석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부교육청 등 공공부문 10여개

소,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8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22개소 등 107개소,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88개소,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시설 4개소, 생활시설 5개소가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가 있음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정보부족, 개인시간 부족, 접근이용 불편 등

의 응답이 나왔으며, 제공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홍보매체

를 동원․연계하여 다각적인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접근을 통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

는 계층에 대한 배려로 정보소외계층을 점차 줄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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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주민생활과

계장 김봉수 (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김주선 (사회복지7급) 053)664-2542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을 민관협력으로 모색하여 복

지정보제공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및 자원의 정보를 DB화하여 정기적인 현행화 

작업을 동반해야 할 것이며, 복지정보의 공간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공

공과 민간의 종합적인 복지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복지서비스 홍보 및 제공 종합

창구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복지 전달체계 개선

• 성과목표 : 지역주민 복지체감만족도 향상

• 성과지표 : 복지체감만족도, 사업기관 인지도 향상

One-Stop

맞춤형서비스 제공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사업홍보

•맞춤형지원서비스

현황

•복지코디네이터 상

시배치

•복지사업 홍보실

적

•자원정보공유 연

계기관 수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Ⅰ-3-1
One-Stop 맞춤형 

서비스 제공
0

지원서비스등록
복지코디네이터배
치

450건
13명

Ⅰ-3-2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사업 홍보

2
복지사업홍보실적
연계기관수

4회 200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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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1.  One-Stop 맞춤형 서비스 제공 (Ⅰ-3-8/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복지서비스 신청시 한곳에

서 한번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

❍ 서비스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한번의 방문으로 본인에게 주어 질 수 있는 각 

부처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다른 기관을 재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며, 동주민

센터 내에 복지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복합적인 문제나 문제해결이 어려운 가정을 심층상

담하고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개인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목적

❍ 다양화되는 복지욕구에 효과적, 통합적으로 대응, 연계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지역자원 집약, DB화로 삶의 주기를 함께하는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

❍ 복지코디네이터와의 종합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누수 방지

사업대상

사업대상 복지서비스 신청 및 상담자

실인원수 연400명 정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 증대
∙복지자원등록관리
∙복지코디네이터 상시 배치

사업내용

❍ 복지자원 조사 및 정보DB구축

∙구    성 : 지역내 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전반

∙조사기기 : 2015년 하반기

∙관리방법 : 행복e음을 통한 지역내 복지자원 등록 및 관리 (현행화 작업)

∙활용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지역내 복지서비스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연계조정

❍ 동주민센터 복지코디네이터(1명) 지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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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연간 계획 수립 및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2/4분기 복지코디네이터 상시배치

3/4분기 지역내 복지자원 전수조사 및 DB화(현행화 작업)

4/4분기 결과분석

∙배치시기：연중

∙인    원 : 13명 (동별1명)

∙역    할 : 복지종합상담가로서 민원인의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0
13명

450건
1개소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13명주민생활과

복지자원 전수조사 및 DB화
연1회
450건

주민생활과 복지기관시설

소요예산 : 비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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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13명 배치여부 배치공문
배치결과
보고서

연도말

복지자원전수조사 및 DB화
연1회
450건

자원등록
건수

행복e음
행복e음
자원현황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DB화 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

록 기반체계를 마련해야 함

❍ 동주민센터 담당자 및 복지코디네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필요

❍ 지역내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DB화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복지기획) 김봉수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남구청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 강경희 (사회복지6급) 053)664-2607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 지원 053)66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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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2.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사업 홍보 (Ⅰ-3-9/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제3기 남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 중 대상자별 복지욕구 분석결과

에 따르면 각 대상층별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인지도 및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공적지원제도의 신청주의 원칙과 홍보부족 등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어

려운 계층은 복지지원 신청이 곤란하며, 공적지원제도와  민간자원간 정보공유, 역할분담

이 미흡하여 일부 대상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공적지원제도를 보완

할 수 있는 민간자원과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임

❍ 지역복지기관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이용경험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의 범위가 협소한 대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

으며,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신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방안 모색 필요

사업목적
❍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한 복지기관 및 사업에 대한 아웃리치홍보를 통해 지역주민 인식 확대

❍ 알기 쉬운 다각적, 맞춤형 복지정보제공 강화로 잠재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누락 방지

사업대상

사업대상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자

실인원수 1,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다각적 홍보망 강화로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용이

∙복지사업 홍보실적
(이동홍보부스, 복지서비스가이드북 등)

∙복지사업 홍보 연계기관 수

사업내용
❍ 복지사업 이동홍보부스 설치

∙설치시기 : 정기 통반장회의, 복지박람회 등 지역행사 등

∙홍보인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중심으로 구성

∙홍보내용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 등

∙책임기관 :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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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1 1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1 1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1 1 100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2/4분기 복지서비스 및 사업 홍보

3/4분기 복지서비스 및 사업 홍보

4/4분기 복지사업 홍보 및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제작

❍ 지역사회복지계획 서포터즈 구성

∙구성일자 : 2015년 상반기

∙구성인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중심으로 구성

∙활동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 복지서비스 가이드북(복지맵) 제작

∙제작시기 : 연1회

∙내    용 : 지역내 복지사업 및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제공서비스 내용 등

∙제작기관 :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단)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0 1 2개소

이동홍보부스 마련 4회/200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생활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서포터즈 구성 10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생활과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제작 1 연1회 주민생활과 민간기관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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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이동홍보부스 실행 4회 홍보실적
홍 보 계 획 
및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복지가이드북 제작 1회
홍보집제작
여부

복지가이드
북

복지가이드북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 복지지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발행시기 사전 파악 중요

❍ 공공 및 민간복지지관에 대한 기관별 중점사업에 대한 사전자료 취합 필요

❍ 복지맵 제작시 관내 복지서비스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 강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복지기획) 김봉수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남구청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 강경희 (사회복지6급) 053)664-2607

남구보건소 보건서비스지원 정보 제공 053)664-3607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종 복지사업 홍보주관 053)66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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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용복지 연계 강화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Ⅱ-1. 고용복지 연계강화
고용복지

네트워크 강화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율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Ⅱ-1-1.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지역
기관참여율

서비스 연계율

연4회

1,000건
3

Ⅱ-1-2. 고용복지포털 구축 지역
취업토탈서비스 

제공
1개 0

Ⅱ-1-3. 희망Job채용박람회 지역 채용박람회개최 연1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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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최근 대구는 산업기반 약화, 실업률 증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의 전년도 대비 고용률과 실업률을 살펴보면 고용률

은 2013년 2월 기준 57.0%에서 2014년 2월 57.5%로 상승하였으나 실업률은 3.9%에서 

5.1%로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전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비교할 때 대구광역시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하인데 반해 실

업률은 평균보다 높으며, 이는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용에 대한 지역주

민의 욕구에도 반영되어 주민욕구조사 결과 남구지역사회문제로 일자리창출을 해야 한다

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일자리문제로 제시되는 점으로 저임금, 청년실업, 경력단절 여성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고

용의 문제가 중소기업 지원으로만 집중되고 있고 정작 근로자의 근로기준 개선에는 소홀하

여 고용률 상승, 실업률 증가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단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 지속

적이고 안정된 일자리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함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 일자리창출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취업지원, 구직급여 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수요자들의 관리하는 고용센터, 일반

구직자들을 관리하는 일자리센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일자리지원센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중점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로 크게 나누어져 있어 각각의 고유업무를 

하고 있지만 대상자별 역량평가와 연계부문에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2013년 통계청 대구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57.7%(전국 59.5%), 여성 고용률은 

48.6%(전국50.2%), 노인 고용률은 24%(전국30.9%), 실업률은 3.3%(전국 3.1%), 청년 실업

률은 9.9%(전국 9.3%)롤 나타남. 대구의 고용상황은 전국 평균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실

업률은 높은 상태로 지역주민들이 남구 지역사회문제로 일자리문제를 가장 많이 꼽은 것

과 연관성이 있음

∙지역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 가구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실직․재취업․퇴직으로 인한 

어려움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3.29%이 그 뒤를 이었음.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3.37%가 일자리 문제를 꼽아 

우리 지역주민들은 일자리욕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급분석

∙공급주체별 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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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육성지원사업,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등이 있으며,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저

소득층 대상자의 취업 및 자활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구지역자활센터, 대구희

망리본본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추진하는 대구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행기관 3

개소, 남구일자리지원센터가 있음

∙남구의 사업체수는 13,703개소로 대구시의 7.1%를 차지하며, 일자리 구조를 살펴보면 상

용직 23,483개, 자영업 12,213개, 임시일용직 5,301개로 전체 일자리대비 상용직 일자리 

비중은 51.6%로 전국 62.4%보다 낮은 특성을 보임. 남구의 고용집중산업은 보건업 및 사

회복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순으로 나타남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지역내의 일자리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

프라가 충분하지만 사회계층별, 대상자별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대상자

의 선정이 제각각이고 평가기준이 다르며 복잡한 절차와 기관의 다양성으로 인해 수요자

의 서비스 만족도는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내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고용복지자원을 집약하여 만족도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원스탑, 맞춤형 고용복지 제공을 위한 지역환경마련이 선행되

어야 할 것임

∙대표적인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인 남구지역자활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기관․설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관시설의 이용시 불편한 점에 있어 

본인이 바빠서 이용이 어렵다가 25.8%, 정보제공부족으로 이용이 어렵다가 20.5%로 나타

나 지역내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와 관련정보제공이 필요함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고용복지 연계 강화

• 성과목표 : 고용복지 네트워크 강화

• 성과지표 : 서비스 연계율

지역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고용복지포털

구축
희망JOB채용박람회

•간담회건수

•홍보건수

•고용복지포털개설

•서비스제공율

•채용박람회개최

•구직업체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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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주민생활과

계장 김선욱 (행정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김상진 (행정7급) 053)664-2542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Ⅱ-1-1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3

간담회건수
홍보건수

연4회
1,000건

Ⅱ-1-2 고용복지포털 구축 0
포털 개설
서비스 제공율

1개

Ⅱ-1-3 희망Job채용박람회 4
박람회개최
구직업체참여

연1회

담당부서 및 담당자

Ⅱ-1-1.  고용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Ⅱ-4-10/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대구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 이하인데 반해 실업률은 평균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

며, 2013년 주민욕구조사 분석결과 남구지역사회문제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

을 정도로 지역주민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일자리정보 및 지원기관들이 인지도가 매우 낮은편으로 분산되어 있는 고용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적극 동원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창출, 안정죈 일자리지원 등 공동의 지역과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내 고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

원간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상호유기적으로 고용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사업목적

❍ 지역내 고용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사업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사업

에 관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률 제고

❍ 고용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용서비스 파트너쉽 활성화, 기관별 업무프로세스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고용서비스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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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사업대상 고용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

실인원수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8개소, 지역주민 1,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역주민의 고용관련 기관인지도 향상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담회(연4회)

∙고용관련 홍보 건수(연1,000건)

∙지역주민 이용률(이용자수/남구주민)

사업내용

❍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파악

∙조사기간 : 연중

∙조사대상 :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서비스유형 파악

∙조사기관 :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용복지분과

❍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개최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참여기관 :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8개소

∙내    용 : 고용복지서비스 공유 및 제공기관 이용률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주    관 :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용복지분과

❍ 지역고용네트워크 활동 및 홍보

∙지역내 고용복지서비스 및 관련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지역민들에게 홍보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3 1개소

고용네트워크 구축 0
연4회
(32명)

주민생활과
지역복지협의
체

고용복지서비스 홍보 0 1,000건
지역복지협의
체

주민생활과

고용서비스 홍보 및 이용률 
제고

3 1,000건주민생활과
지역복지협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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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1,032명 1,032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3 3 100

- 국비 3 3 100

․일반회계 3 3 100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개최

2/4분기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개최

3/4분기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홍보캠페인

4/4분기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담회 횟수

4회
고용복지분
과 참여자
수

간담회 회
의록

간담회회의록 연도말

고용관련 홍보건수 1,000건
홍 보 사 업 
참여자수

홍보사업결
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지역주민 이용률 10%

이용자수/

남구경제활
동인구수

이용자명부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내 취․창업 욕구분석을 통한 고용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계획 기초자료 활용

❍ 이용자의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취업상담전문가 역량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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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김선욱 (행정6급) 053)664-2617

남구지역자활센터 구인구직 상담 053)476-1991

남구시니어클럽 구인구직 상담 053)471-8090

대구농아인협회 구인구직 상담 053)623-9929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구인구직 상담 053)472-2280

힘찬누리 구인구직 상담 053)473-0123

비콘 구인구직 상담 053)628-5868

대구YWCA 구인구직 상담 053)652-0070

Ⅱ-1-2.  고용복지포털 구축 (Ⅱ-4-11/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일자리제공을 꼽았으며, 중장년층 및 노년층, 여성층의 

고용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온

라인을 통한 고용정보제공으로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 및 고용정보 제공이 필요함

❍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고용정보서비스를 접근성이 좋게 하기 위해 고용복지포털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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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양한 고용복지정보를 제공하여 고용의 기본정보인 워크넷 정보제공에 각종 복지정

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내 사업체, 지역주민간 취업연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사업목적
❍ 고용복지포털 개설로 인한 지역내 사업체 등록관리로 고용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 워크넷 정보를 중심으로 각종 복지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 확산하여 지역 취업률 증대

사업대상

사업대상 취업희망자

실인원수 1,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접근성 좋은 온라인상 다양한 
고용복지정보 제공

∙고용복지서비스 포털 개설
∙취업토탈서비스 제공(등록사업체수)

사업내용
❍ 남구청 홈페이지 고용복지정보 제공란 개설

∙사업체 등록으로 실시간 일자리 알림게시판 운영하여 고용정보 상시 업데이트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현황을 온라인으로 정보제공

∙일자리발굴단에서 신규일자리 발굴시 상시 정보 현행화 작업으로 고용정보 신속화

❍ 고용복지서비스 포털 개설 홍보 및 안내

∙안내시기 : 상시

∙홍보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에 고용복지정보란 개설

∙담당인력 : 일자리지원센터 1명

∙협력기관 :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용복지분과

∙제공범위 : 사업체명, 채용조건 등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0

고용복지포털 개설 0 1개 주민생활과 복지협의체

구인업체 등록수 0 200개 주민생활과 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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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고용복지포털 개설 준비

2/4분기 구인구직업체 전수소자

3/4분기 남구고용복지포털 업체 신규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4/4분기 이용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소요예산 : 비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고용복지포털 개설 1개 개설여부
남구홈페이
지

온라인등록여
부

연도말

사업체 등록수 200개
온라인등록
업체

남구홈페이
지

업체등록현황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고용복지정보 상시 업데이트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필요

❍ 수시 및 정기적으로 고용복지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용률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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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김선욱 (행정6급) 053)664-2617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용복지분과 053)664-3701

남구일자리지원센터 구인구직업체 현황 제공 053)664-2501

Ⅱ-1-3.  희망Job 채용 박람회 (Ⅱ-4-12/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주민들의 가장 높은 복지욕구인 고용부문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지역사회차원에서 

구인, 구직자 맞춤형 만남의 장 마련하고 건실한 구인업체 참여로 취업박람회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구인구직자에게 체계적인 고용정보 제공으로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함

❍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인 취업박람회 개최로 구인업체에는 원하는 인재를 구직자에

게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사업목적
❍ 민관협력을 통한 구인․구직자 맞춤형 만남의 장 마련

❍ 건실한 구인업체 참여로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인,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정보제공

으로 미스매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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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사업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실인원수 500명(참여인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구직자, 구직업체 참여도

사업내용
❍ 구직자 접수 및 대상자 사전 조정

∙기    간 : 2015년 상반기

∙방    법 

- 워크넷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구직등록자 현황 분석

- 구인업체의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대상자 자료추출 및 조정

❍ 구인 참가업체 선정

∙기    간 : 2015년 상반기

∙방    법

-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업체 자료 분석

- 대구고용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의 후 선정

- 선정업체에 채용박람회 안내문 및 참가신청서 송부 및 안내

❍ 채용박람회 개최

∙개최시기 : 2015년 하반기

∙장    소 : 남구청 드림피아홀

∙참가업체 : 50~70개 정도

∙참여인원 : 500명 정도

∙행사내용 : 구인, 구직자간 현장 및 채용, 직업훈련 상담 등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0 4

취업박람회 개최 4 1회주민생활과 고용센터 등

현장면접, 상담 150명주민생활과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수 50개소주민생활과 구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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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500명 500명

사업비(단위:백만원) 4 4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4 4 100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사업계획수립

2/4분기 취업박람회 개최

3/4분기 일자리창출 위한 구인․구직 지속연계

4/4분기 박람회 개최결과 보고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취업박람회 개최 연1회 개최여부 사업계획서

구직업체 참여도 95%이상 참여업체수 결과보고서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구직자 및 구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

❍ 맞춤형 고용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상담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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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김선욱 (행정6급) 053)664-2617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고용복지분과 053)664-3701

대구고용센터 구인업체 자료분석 및 선정 053)667-6021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구인업체 자료분석 및 선정 053)472-2280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상담 053)62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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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취업성공 파트너 지원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Ⅱ-2. 취업성공파트너 

지원

취창업 미스매치 

해소
취창업 증가율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Ⅱ-2-1. 취,창업 코칭프로그램 운영 지역
구인구직 상담건

취창업연계율
1,000명 0

Ⅱ-2-2. 취업대상자 역량 강화 지역

직업훈련실적

역량강화 

교육참여인원수

1,000명 6

Ⅱ-2-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역

취창업상담인원

상담인원대비 

취창업연계율

230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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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주력

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긴급한 취업수요에 비교적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고용취약계

층에게 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나 다양해지고 보다 높아진 고용시장의 진

입에 어려움이 생겨남에 따라 취업대상자의 개인역량강화를 통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

근로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업상태에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별 취업이나 교육관련 정보 접

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시 구직 희망자

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코칭프로그램을 통ㄹ해 개인역량 강화로 고용시장에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임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응답가구의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용

직 임금근로자가 23.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응

답이 12.2%, 임시일용직 17.8%, 자활 및 공공근로종사자가 6.7%로 나타났으며 연로자․실업

자․무급종사자 등 근로를 하지 않은 가구주는 36.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복지 욕구조사 설

문 응답가구의 대부분이 일자리가 불안정함을 알 수 있음

공급분석

∙고용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남구지역자활센터, 노인취업 및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남구시니어클럽,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대구농아인협회,

힘찬누리, 비콘 등이 있으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여성인력

개발센터와 근로여성 직업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구YWCA, 지역내 사업체

와 지역주민의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대구남구일자리지원센터 등이 있음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노인․장애인․여성․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인프라는 각 분야별 해당기관

이 있어 대상자별 정보제공 및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제별 또는 분야별로 제공하는 교육의 경우 시설유형별로 시행되고 있으 비효율적임

∙고용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체계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고용복지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자원발굴 및 분석, 네트워크 조성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복지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욕구조사 응답가구의 73.5%에 해당하는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거나 고용원이 없

는 영세자영업자, 실업자․고령자․가정주부 등 비경제활동참여가구로 일자리가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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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주민생활과

계장 김선욱(행정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서채명(행정9급) 053)664-2613

하거나 근로취약계층이 많으므로 취업연계를 비롯하여 고용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역량을 강화, 지원이 가능한 민관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함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취업성공 파트너 지원

• 성과목표 : 취․창업 미스매치 해소

• 성과지표 : 취․창업 증가율

취․창업

코칭프로그램 운영
취업대상자 역량강화 일자리지원센터운영

•구인구직 상담건수

•취창업 연계율

•직업훈련교육 실적

•역량강화교육 참여

인원수

•취창업상담인원현황

•상담인원대비취창업

연계율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Ⅱ-2-1
취,창업 

코칭프로그램 운영
0

상담건수
취창업연계율

1,000명

Ⅱ-2-2
취업대상자 
역량강화

6 교육실적 400명

Ⅱ-2-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상담인원
취창업연계율

230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Ⅱ-2-1.  취․창업 코칭프로그램 운영 (Ⅱ-5-13/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주민 욕구조사 응답가구의 73.5%에 해당하는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거나 고

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 실업자․고령자․가정주부 등 비경제활동참여가구로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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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거나 근로취약계층이 많으므로 취업연계를 비롯하여 고용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

록 개인역량을 강화, 지원이 가능한 민관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함

❍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각 분야별 해당기관의 대

상자별 정보제공 및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좀 더 심화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취창업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이 요구되어짐

사업목적
❍ 개별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를 통해 고용취약계층의 취창업 연계율 향상

❍  

사업대상

사업대상 고용취약계층 

실인원수 1,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고용취약계층 취창업 역량강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구인구직 상담건수
∙취창업 연계율 (상담건수 대비3%)

사업내용
❍ 취창업 코칭프로그램 운영

∙대    상 : 취,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인    원 : 1,000명

∙역    할 : 취업욕구파악을 위한 개발 맞춤ㅎ여 상담 및 취업방향 제시

∙사업내용

- 취창업 욕구가 있는 대상자 개별 심층상담

- 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취창업 상담

- 지역 타기관과의 연계 상담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0 1,000

구인구직 상담 800 주민생활과 지역복지협의체

취창업 연계 200 주민생활과 지역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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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구인구직 상담

2/4분기 구인구직 상담 및 취창업 연계

3/4분기 구인구직 상담 및 취창업 연계

4/4분기 구인구직 상담 및 취창업 연계

소요예산 : 비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취업 상담건수 1,000 상담건수 상담기록지
상담기록지분
석

연도말

취창업 연계율 10%
취창업연계
/상담건수

실적 (취업
확인서)

실적보고
자료검토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취업상담분석을 통한 관련 구인업체 확보 및 대상자맞춤형 코칭프로그램 연계

❍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취업상담전문가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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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김선욱 (행정6급) 053)664-2617

남구지역자활센터 홍보 및 고용연계 053)476-1991

남구시니어클럽 홍보 및 고용연계 053)471-8090

대구농아인협회 홍보 및 고용연계 053)623-9929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홍보 및 고용연계 053)472-2280

힘찬누리 홍보 및 고용연계 053)473-0123

비콘 홍보 및 고용연계 053)628-5868

대구YWCA 홍보 및 고용연계 053)652-0070

Ⅱ-2-2.  취업대상자 역량 강화 (Ⅱ-5-14/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주익욕구조사결과 일자리문제를 지역사회문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근로취약계층

의 경우 근로에 대한 욕구는 가지고 있으나 근로능력, 직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로시

장에서 베재되고 낮은 경쟁력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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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근로취약계층에 대하여 근로능력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근

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이 필요함

사업목적
❍ 취창업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직업훈련교육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율 향상

❍ 고용시장 진입을 위한 코칭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대상자 역량강화로 취업률 증대

사업대상

사업대상 취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

실인원수 1,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직업훈련 등을 통한 고용시장 진출 기회 
제공

∙직업훈련 교육 실적
∙교육참여자 취창업 연계율

사업내용
❍ 저소득층 직업훈련교육

∙교육시기 : 상반기

∙교육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육내용 : 취창업 전문 기술교육 등

∙제공기관 : 남구지역자활센터

❍ 시니어직업훈련학교 운영

∙교육시기 : 연중

∙교육대상 : 60세 이상 노인

∙교육내용 : 노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제공기관 : 남구시니어클럽

❍ 전업주부 및 미취업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교육시기 : 연중

∙교육대상 : 전업주부 및 미취업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교육내용 :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교육, 취업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직업재활사업

∙교육시기 : 연중

∙교육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교육내용 : 직업전 교육 및 취업후 사후지도를 통한 장기고용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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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800명 1,000명 200

사업비(단위:백만원) 4 6 2

- 국비 4 6 2

․일반회계 4 6 2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대상별 취업전 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2/4분기 대상별 취업전 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3/4분기 대상별 취업전 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4/4분기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1개 4 6 1,000명

취창업 역량강화교육 실시 4 6 800명 1,000명주민생활과
남구지역복지
협의체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직업훈련교육 실적 800명 1,000명
교육참여인
원

교육결과보
고서

보고서 연도말

취창업 연계율 10%
취창업연계
율

취창업결과
보고서

보고서 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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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취업대상자 역량강화를 통해 일반고용시장 진출 후 

안정적 고용을 위한 코칭프로그램 연계 필요

❍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김선욱 (행정6급) 053)664-2617

남구청 주민생활과(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사회복지6급) 053)664-3517

남구지역자활센터 저소득층 취창업교육 053)476-1991

남구시니어클럽 노인 취창업교육 053)476-8090

대구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 취창업교육 053)623-9929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취창업교육 053)472-2280

대구YWCA 여성 취창업교육 053)652-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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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Ⅱ-5-15/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실제 고용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성은 매우 낮으므로, 근로자들이 취업에 필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일궁합(잡 매칭)의 성공 확률을 높이

고 취업자의 안정적 고용과 실업을 예방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근로빈곤층과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복지 서

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원스탑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담전

문가를 배치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통

한 융합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목적
❍ 고용복지 연계체계 마련으로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 민관협력으로 이동식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여 구인구직 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대상

사업대상 구직자 (방문상담 및 이동상담 이용자)

실인원수 23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전문인력배치 및 
고용복지연계체계 구축

∙전문인력 배치 여부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실적

사업내용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운영기간 : 연중

∙전문인력 : 1명 (상시근무)

∙운영내용 : 맞춤형 취업상담 제공

∙장    소 : 남구청 1층 민원실내 

❍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운영기간 : 월2회

∙운영내용 : 이동취업상담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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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1개소, 230명 230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4 4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4 4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배치, 고용정보 제공

2/4분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배치, 고용정보 제공

3/4분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배치, 고용정보 제공

4/4분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배치, 고용정보 제공

∙전문인력 : 2명 (일자리센터 1명, 여성인력개발센터 1명)

∙장    소 : 남구지역 다중집합장소

❍ 고용-복지 연계체계 구축

∙운영기간 : 연중

∙운영내용 :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일반구직자 상담, 주민생활과(기초생활보장, 자활사

업)에서는 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복지상담, 자활역량 평가 등 수행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연계지원 강화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0 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1개소주민생활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상담전담인력 배치 1명주민생활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상담건수)

230명주민생활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88 -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전문인력 배치 1명 채용인원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고용서비스 제공 230명
서비스
연계인원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직업상담사 등 취창업 정보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확보 노력

❍ 취업 후에도 생계곤란자의 경우 관련 복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지원 가능토록 연계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김선욱 (행정6급) 053)664-2617

남구희망복지지원단 고용-복지정보 제공 053)664-2607

남구일자리지원센터 고용정보 제공 053)664-2501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정보 제공 053)472-2280

남구지역자활센터 고용정보 제공 053)476-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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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Ⅱ-3.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특색 

일자리분야 발굴

지역일자리발굴

일자리 참여율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Ⅱ-3-1. 공공일자리분야 참여 및 확대 보편
공공일자리사업

일자리참여인원

5개분야

2,000명
6,097

Ⅱ-3-2. 일자리발굴단 운영 지역

일자리발굴TF운영

남구고용복지포털 

업체 등록수

1개소

(200건)
0

Ⅱ-3-3. 우리 마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보편

마을,사회적기업 

발굴 수 

채용인원

12개소

70명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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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일자리 정책기획 및 집행은 전국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에 강점이 있지만 지역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고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아울러 고용관련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용

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활성화하여 정부주도의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지

역사회 고용자원 및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남구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청년층 18.8%, 50대 15.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대구시, 7대 특광역

시보다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연령대는 50대,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지역특성상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인구의 비율이 다소 낮고 여성의 인구비율이 전연령대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으

로써 상대적으로 근로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발굴 및 공공일자리분야를 개발해야할 것임

공급분석

∙공공부문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에 한정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

업, 자활근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분야 일자리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고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및 브랜드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민간부문의 경우 남구 사업체수는 13,703개소로 대구시의 7.1%를 차지하며 종사자수는 

46,000명으로 대구시의 5.5%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남구의 일자리구조를 보면 사용ㅇ

직(23,483개), 자영업(12,213개), 임시일용직(5,301개)이며, 전체 일자리 대비 상용직일자리 

비중으로 상용직일자리 비중이 51.6%로 전국 62.4%보다 낮은 특성을 보임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일자리부족, 실직․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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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주민생활과

계장 김선욱(행정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김상진(행정7급) 053)664-2542

움을 지역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지역주민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고용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복지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임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6.8%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은 저조하여 민간부문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과 취업대상자의 맞춤형 연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성과목표 : 지역특색 일자리분야 발굴

• 성과지표 : 지역일자리 발굴, 일자리 참여율

공공일자리분야

참여 및 확대
일자리발굴단 운영

우리 마을기업 발굴

육성

•공공일자리발굴현황

•공공일자리참여현황

•일자리발굴 TF 운영

•남구고용복지포털 업

체등록현황

•마을기업수

•지역주민채용인원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Ⅱ-3-1
공공일자리분야 
참여 및 확대

6,097
공공일자리사업
일자리참여인원

5개분야
2,000명

Ⅱ-3-2 일자리발굴단 운영 0
일자리발굴TF운영
업체등록수

1개소
(200건)

Ⅱ-3-3
우리 마을기업 

발굴 육성
1,312

마을사회적기업수
채용인원

12개소
70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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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1. 공공일자리분야 참여 및 확대 (Ⅱ-6-16/보편/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중심의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안전을 위해 한시적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

화 및 서민경제 안정 도모

사업목적
❍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 및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참여자 확대 및 고용창출

❍ 취업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사업대상

사업대상 취업 취약계층

실인원수 2,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역특화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일자리 발굴 현황
∙공공일자리 참여 현황

사업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 8개월 (상반기 3~6월, 하반기 7~10월)

∙사업유형 : 3대유형 16개사업

∙선발인원 : 연70명정도

∙소요예산 : 151,400천원 (국비75,700, 시비75,700)

❍ 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모집분야 : DB구축지원사업(2종), 환경정화사업(10종), 서비스지원사업(8종), 기타사업(3종)

∙모집인원 : 100명/분기

∙소요예산 : 1,113천원정도 (시비743, 구비370)

❍ 저소득층 자활사업

∙사업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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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2,000명

사업비(단위:백만원) 6,097

- 국비 2,804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3,293

- 기타

∙근로유형 :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참여인원 : 400명정도

∙수행기관 : 남구청(동주민센터),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소요예산 : 800,000천원 (국비720,000, 시비56,000, 구비24,000)

❍ 노인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5년 3월 ~ 11월 (9개월)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복지형은 만60세 이상)

∙선발인원 : 1,800명 정도

∙사업내용 : 공익형(거리환경지킴이), 교육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수행기관 : 남구청, 남구시니어클럽, 대덕노인복지관, 대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소요예산 : 3,821,290천원 (국비1,910,645, 시비1,910,645)

❍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자

∙배정인원 : 80명 정도 (일반형일자리 30명, 복지일자리 50명)

∙사업내용 : 일반형일자리(실무능력습득지원),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소요예산 : 211,800천원 (국비98,100, 시비113,700)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6,097 2,000명 2개소

공공복지일자리 유형 6,097 5분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민간기관

일자리참여 인원 0 2,000명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민간기관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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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일자리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배치

2/4분기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

3/4분기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

4/4분기 수행기관 점검 사업결과 보고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일자리사업수 5개분야 계획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일자리참여인원 2,000명 채용인원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공공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일자리참여분야 개발 및 참여 확대

❍ 일자리 참여대상별 사업체계를 전문화, 다양화하고 현장 및 사업성과 관리 강화를 통한 

일자리사업의 생산성과 효과성 제고 필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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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김선욱 (행정6급) 053)664-2617

남구청 주민생활과(자활사업) 김재덕 (사회복지6급) 053)664-3527

남구청 복지지원과(고령대책) 전종기 (행정6급) 053)664-2527

남구청 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 정장희 (행정6급) 053)664-3207

동주민센터(13개소) 사업참여자 신청접수

대덕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 053)621-9522

남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053)471-7080

대구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053)472-1389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Ⅱ-3-2. 일자리발굴단 운영 (Ⅱ-6-17/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중장년층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건강한 노인의 고용복지 욕구 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고용복지 욕구는 높은 편이며, 주거밀집지역 특성상 고용

업체가 부족한 남구주민의 경우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을 구성, 운영하여 관내 사업체 방문과 함께 잉ㄹ자리 발굴 강화

를 위해 사업체에 대한 상시조사 및 일자리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발

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사업목적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내 숨어 있는 일자리 발굴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내 기업체를 중심으로 구직 정보를 집약시켜 실업자 연계지원

사업대상

사업대상 지역일자리 창출 참여 기업체

실인원수 2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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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숨은 일자리 발굴로 지역일자리 창출
∙일자리 발굴 TF 운영 여부
∙등록업체 수

사업내용
❍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대   상 : 대구시(남구) 전역 중소벤쳐기업, 서비스 및 대형 유통업체 등               

10인 이상 기업체 200개 정도

∙인    력 : 일자리창출담당 외 3명

∙운영주기 : 매월 2회

∙운영방법 : 일자리창출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2인 1조로 각 업체를 방문

∙기    타 : 남구취업박람회, 남구고용정보포털 등록 등 사업홍보

❍ 업체 방문 및 우편발송을 통한 구직업체 발굴

∙대    상 : 대구시(남구) 전역 업체

∙운영주기 : 업체방문 및 우편발송 분기 1회 이상

∙운영내용 : 각종 고용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홍보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0 0 200개소 1개소

일자리발굴단 구성 1개주민생활과 고용복지분과

고용정보DB구축 200건주민생활과 고용복지분과

등록업체(일자리발굴) 200개소주민생활과 고용복지분과

소요예산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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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일자리발굴단 구성

2/4분기 고용정보 DB구축

3/4분기 숨은 일자리 발굴

4/4분기 숨은 일자리 발굴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일자리발굴단 구성 1개소 계획서 활동내역 결과보고서 연도말

일자리발굴․등록건수 200건 계획서 등록현황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TF 또는 전담팀 구성을 통해 틈새 및 숨은 일자리 지속적인 발굴 필요

❍ 안정된 일자리 발굴로 일자리 미스매치와 실업난 해소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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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김선욱 (행정6급) 053)664-2617

남구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정보제공 053)664-2501

대구고용지원센터 일자리정보제공 053)664-6021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정보제공 053)472-2280

Ⅱ-3-3. 우리 마을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Ⅱ-6-18/보편/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하여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를 희

망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희망근로사업 등 단기적 일자

리는 일시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에 있어 한계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근로 단절을 야기하고 고용불안정의 상황을 발생시킴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창업모델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제공,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생능력배양이 가능한 지역

의 건강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임

사업목적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대상

사업대상 마을, 사회적기업 근로자

실인원수 12개소 7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근로기회 확대
∙사회적, 마을기업 발굴
∙지역주민 채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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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12개소 12개소

사업비(단위:백만원) 1,322 1,322

- 국비 979 979

․일반회계 979 979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343 343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추진

2/4분기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추진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기간 : 연중

∙기업현황 : 11개

∙참여자격 및 수혜계층 : 비영리단체(법인), 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내    용 :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사업 추진(실무자 간담회 개최 등)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

❍ 마을기업 육성

∙사업기간 : 연중

∙채용목표 : 연10명 이상

∙내    용 :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 녹색에너지, 복지형공동체사업

∙선정절차 : 공모(1차 실사) ⇒ 대구시 2차 심사 ⇒ 행안부(최종결정)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1,322 12개소

사회적기업 육성 1,272 8개소,50명주민생활과

마을기업 육성 50 4개소,20명주민생활과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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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추진

4/4분기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 추진 및 결과분석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사회적,마을기업 
운영현황

12개소 계획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채용인원 70명 채용명부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및 신모델 발굴 

❍ 각 조기단체, 복지법인 등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 홍보 및 사업발굴을 위한 각종 기관

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일자리창출) 김선욱 (행정6급) 053)664-2617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홍보 및 정보제공 053)664-3701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사업홍보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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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Ⅲ-1.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

교육복지서비스

네트워크화

제공기관참여율

대상자만족도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Ⅲ-1-1. 교육공동체(MOU) 운영 지역 MOU체결기관 20개소 0

Ⅲ-1-2.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지도 지역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지도건수

200회

300명
324

Ⅲ-1-3. 배움-희망나눔사업 지역
사업참여대상자수

만족도
15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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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2012년 대구사회조사 결과 대구 지역의 중,고,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

답한 비율이 44.5%로 전국 46.7%보다 낮은 수준이며, 학교생활 부문별 만족도는 교육관

계가 67.3%로 가장 높은 반면 학교주변환경이 35.6%, 학교시설 및 설비 36.6%로 가장 낮

게 나타남. 학교 주변 환경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에 따라 학교․가정․사회의 교

육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건강한 가정, 즐거훈 학교,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연계사업 추진해야 함

아동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복지기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하

고 활성화 시킨다면 남구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효율적인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내

실화를 기하고 남구의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설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됨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취학 아동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자녀 교육비 지원이 47.5%로 가장 많았으

며, 방과후 학습지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0%로 그 뒤를 이어 교육부문이 70.5%로 가

장 많이 차지하였음. 중고등학생 대상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3%로 초, 중, 고등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

한 서비스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공교육비 

부담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칠 능력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공급분석

∙남구는 지역내 유치원은 16개소, 초등학교 11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8개소가 있으

며 공공도서관 1개소, 학교교과교습 개인학원은 129개소 등이 있음. 복지욕구 조사시 응

답한 양육자들의 상당 수가 방과후 학습지도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여 이는 자녀들의 학

교 정규시간외의 아동청소년의 돌봄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음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취학 아동청소년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 정규수업외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들에 대하여 방과후 공부방․아카데미 운영, 지역대학과 연계한 학습지원, 지역내 미군부

대를 활용한 생활영어캠프 운영, 대명동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 창작지원센터 등 청

소년시설인프라를 이용하여 교과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개발이 필요함. 남구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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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복지지원과

계장 남상욱(행정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윤경숙(행정7급) 053)664-2542

고 교육복지 수준 향상 및 안전만 보호망 구축을 위한 지역내 교육기관들로 구성된 교육

공동체 설립이 필요하며,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지원연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

• 성과목표 : 교육복지서비스 네트워크화

• 성과지표 : 서비스제공기관 참여율, 대상자 만족도

교육공동체(MOU)

운영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지도

배움-희망

나눔사업

•교육서비스기관수

•네트워크운영현황

•지역자원연계율

•프로그램참석율

•사업참여대상자수

•사업대상자만족도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Ⅲ-1-1 교육공동체(MOU)운영 0 교육서비스 기관참여 20개소

Ⅲ-1-2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지도

324
연계사업실적
프로그램참여인원

200회
300명

Ⅲ-1-3 배움-희망나눔사업 0
사업참여 대상자 수
사업대상자 만족도

15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Ⅲ-1-1. 교육공동체(MOU) 운영 (Ⅲ-7-19/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하고 교육

비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소득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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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 지역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복지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보호망을 구축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동체 구성을 요함

사업목적
❍ 다양한 분야 기관으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 구성으로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

❍ 교육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연대사업 추진 및 새로운 모델제시로 지역교육 발전 

사업대상

사업대상 교육복지서비스 연계․제공기관

실인원수 20개소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교육복지 기관의 연계망 확대로 
교육복지수준 향상

∙교육서비스 기관 참여 건수
∙협약사업 개발 건수

사업내용
❍ 교육공동체(MOU체결) 구성을 위한 참여기관 조사

❍ 남구교육공동체 구성

∙구성시기 : 2015년 상반기

∙참여기관 : 지역사회유관기관 및 지역내 교육기관

❍ 연대사업 개발 및 추진

∙주    최 :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복지분과

∙남구지역 교육복지 제공가능한 기관간 협약으로 연대사업 개발 추진

❍ 네트워크 활동 및 연대사업 결과 보고

∙보고시기 : 2015년 하반기

∙내    용 :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개발사업 운영․추진결과 보고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0 20개소 1개소 2개소

기관조사 및 소개 0 10개소남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구아동복지
센터

기관간 협약 체결 0 20개소남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구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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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소요예산 : 비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MOU체결 대상기관 조사

2/4분기 대상기관 협약관련 필요성 설명, 안내

3/4분기 협약 체결

4/4분기 협약체결 건수 확인 및 진행상황 점검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기관조사 및 소개 10개소 조사기관수
조사결과보
고서

보고서 연도말

기관간 협약 체결 20개소 협약기관수 협약서 협약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사회유관기관 활용하여 교육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복지분과)가 지역 교육공동체 중심역할을 수행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삶과 배움이 있는 특색있는 아동청소년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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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 김봉수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대구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부향 (상근간사) 053)664-3701

대구아동복지센터 도현욱 (사무국장) 053)473-3771

대구YWCA 교육복지협약담당자 053)652-0070

Ⅲ-1-2.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지도(Ⅲ-7-20/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방임되는 것을 막고 맞벌이 등으로 인

하여 아동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가 귀가하는 시간까지 운영하여 보호자가 안심하

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

❍ 취약계층의 아동은 경제적 어려움과 보호자의 경제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부족

하고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조기개입을 통한 각 분야의 연계프

로그램 제공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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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수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방과후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밖 사교육 수요 흡수 확대

❍ 가정의 환경변화 및 보호자 인식개선 유도로 아동의 양육환경 긍정적 변화

❍ 교육복지자원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사업대상 지역내 방과후 지도가 필요한 아동

실인원수 300명 정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질 향상

∙연계사업실적(연200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율 80% 이상
∙지역대학생 학습봉사단 운영여부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연계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 연중

∙장    소 : 남구의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수행인력 : 24명

∙주요내용

- 대구학교조리사협회 연계 요리프로그램 시행

-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 심리기관 연계 아동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진행

❍ 저소득층 자녀 학습봉사단 운영

∙대    상 : 저소득층 자녀 중 초,중학생 80명정도

∙운영방법 : 저소득층 자녀와 지역교육대학생과 1:1 멘토링제

∙학습장소 : 저소득층 자녀(멘티)가 원하는 장소

∙봉사영역 : 교과 및 논술영역, 인성지도 등

❍ 드림스타트(아동 맞춤형 서비스)지원 사업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아동 사회성 및 정서발달 프로그램 운영

∙아동 기초학습 및 인지발달 프로그램 운영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교육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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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300명 300명

사업비(단위:백만원) 324

- 국비 300

․일반회계 300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24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및 해당연도 계획 수립

2/4분기 자원연계프로그램 추진 및 중간 평가(기관별)

3/4분기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실적 점검 및 보완

4/4분기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0 324 300명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24
200회
300명

복지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300 300명복지지원과

저소득자녀 학습지도 0 10명주민생활과
대구교육대학
교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실적
200회

프 로 그 램 
진행횟수

계획서 및 
운영일지

프로그램 결
과보고서

연도말

프로그램 참여율 80%이상 계획서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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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아동센터(12개소)간 프로그램 정보 공유 프로그램 진행사항 상기 점검 필요

❍ 프로그램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 토론과 실습, 체험 등 교육의 질과 다양성 강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사회복지6급) 053)664-3216

남구청 복지지원과(드림스타트) 오정석 (행정6급) 053)664-3216

대구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업검토 및 추진 053)625-7474

남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연합프로그램 진행 053)625-9741

대구문화재단 문화프로그램 진행 협조 053)422-1201

행복심리가족상담센터 아동전문상담 053)754-7150

대구교육대학교 학생 봉사단 모집안내 053)620-1114

지역아동센터(12개소) 지역자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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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3. 배움-희망나눔 사업 (Ⅲ-7-21/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하고 교육

비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소득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교육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

❍ 지역내 학원 수강료 감면사업을 통해 지역학원의 이익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업성취도 향상 

및 지역교육 상생발전에 기여

사업목적
❍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 및 소득격차 완화

❍ 저소득층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보장 및 학업성취도 향상 

❍ 지역학원의 교육나눔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기회 제공

사업대상

사업대상 남구지역내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실인원수 15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참여 대상자 수 및 만족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연계학원 : 대구시 남구 소재 초,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 (101개소)

❍ 사업내용 : 저소득층 가구에 학원수강료 감면혜택 부여

❍ 추진체계

신청서

작성

대상자

추천

사업

개시

매월말

결과통보

기부영수

증 발행

만족도

조사

학원→
구청

구청→
학원 학원 학원→

구청
공동
모금회

구청→
학원,학생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111 -

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0 0 0 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 남구지역 분야별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단위:개소)

계
입시검정 및 

보습

예능

(음악,미술 등)
태권도

기타

(서예,속셈 등)
독서실

종합
(컴퓨터,속셈 등)

국제화

(실용외국어)

385 164 147 33 16 10 8 7

❍ 남구지역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현황

(단위:명)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1,034 824 1,061

기초생활수급자 426 421 549

한부모가정 216 153 240

차상위계층 392 250 272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0 0 1개

사업신청 및 안내 300개소주민생활과 학원

지원대상자 모집안내 40개소주민생활과
동주민센터/

관내 학교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15명주민생활과 연계학원

소요예산 : 비예산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112 -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사업 기획․계획 수립, 사업홍보

2/4분기 사업 추진 및 홍보안내

3/4분기 사업 추진 및 홍보안내

4/4분기 사업평가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사업 참여도 10명
전 년 대 비
50% 이상

전년대비
증가율

참여인원 참여명부 사업종료후

참여자 만족도 -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설문지 설문조사 하반기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학생 및 학원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반영

❍ 수강료 할인금액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기부영수증 발생

❍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학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필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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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생활과(희망복지지원단) 강경희(사회복지6급) 053)664-2607

동주민센터(13개소) 복지업무담당자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복지 분과 위원 053)66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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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Ⅲ-2.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자녀양육 및 

교육환경 질 

향상

보육서비스 만족도

학습서비스만족도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Ⅲ-2-1. 시간연장형,기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19개소

3,600명
229

Ⅲ-2-2. 체험학습장 조성 지역
프로그램 운영건수

참여자 만족도

2개

340명
147

Ⅲ-2-3. 아동청소년 바우처 이용률 제고 보편

제공기관 수

바우처 이용 

증가율

95개소

400명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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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여성의 사회진출,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정과 사회의 돌봄을 위한 자원과 기능이 점차 약

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의 경우 무상보육 등 각

종 정부정책 등으로 인하여 돌봄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많

은 여성이 일과 양립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2년 대구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이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 중 교육비에 대한 인

식 및 교육비 부담요인에 대하여 자녀교육비가 소득에 비하여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75.3%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교육비 부담요인으로는 학원비 등 보충교육비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획일적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창의성, 인석이 학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타 확산됨에 다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음.

따라서 학습능력 향상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 등

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에 관심이 높아짐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보육대상인 영유아(취학전 아동) 인구의 경우 8,095명으로 남구인구의 4.87%로 이 중 보

육 및 유아학비 등 지원대상자는 7,170명으로 88.57%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복지욕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2%가 시간연장형 교육이 필요하고 

20.8%가 휴일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공급분석

∙남구는 66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 민간어린이집이 32개소로 가장 많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은 1개소,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8개소, 가정어린이집 13개소 등이 

있음. 지역내 유치원은 16개소, 초등학교 11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8개소가 있으

며, 공공도서관 1개소, 학교교과교습 개인학원은 129개소 등이 있음

∙남구의 어린이집은 총66개소(정원4,150명)로 2013년 현재 영유아 아동이 8,095명으로 정

원대비 51.26%의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학습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영어교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소년창작

지원센터 1개소가 있음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미취악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제공률이 80%를 넘었으나 휴일 및 시간연장형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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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복지지원과

계장 전순옥(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고혜숙(사회복지6급) 053)664-2542

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아동 양육자인 부모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

을 알 수 있으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에 맞게 탄력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자녀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욕구조사시 시간연장형 보육이 필

요하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으나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게 나타나 현재 시간연

장형 보육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필요에 따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한 보육서비스 변화, 보육환경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임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 성과목표 : 자녀양육 및 교육환경 질 향상

• 성과지표 : 보육서비스 만족도, 학습서비스 만족도

시간연장형/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체험학습장 조성

아동청소년바우처

이용률 제고

•보육서비스 제공시설

30%확대

•보육서비스만족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참여자만족도

•사회서비스 제공기

관현황

•바우처이용증가율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Ⅲ-2-1
시간연장형, 기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516
지원예산 확보
(시간연장형1개소)

1개소(추가)

Ⅲ-2-2 체험학습장 조성 162
프로그램 운영참여자 
만족도

2개
250명

Ⅲ-2-3
아동청소년 바우처 

이용률 제고
64

제공기관 수
바우처이용증가율

98%
20%증가
90%이상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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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2-1. 시간연장형,기간제보육서비스 확대(Ⅲ-8-22/보편/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맞벌이가구가 증가하고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양육

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현 보육서비스는 부모의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종일제 보육시간 제공으로 사회적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다양

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

❍ 미취학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시간 연장형 교육이라는 응답

이 3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휴일보육이 20.8%를 차지하여 보육 돌봄서비스

의 확대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연장형․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

이집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사업목적
❍ 일률적인 종일보육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대상자별 

탄력적 돌봄시스템 확대를 통한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로 보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

❍ 보육료 이용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 등으로 어린이집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어린이

집 이용에 대한 부모의 비용부담 경감

❍ 보육교사 역량강화를 통한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서비스 구현 

사업대상

사업대상 보육대상아동 및 보육교직원

실인원수 보육대상아동 3,200명, 보육교직원 4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연장형/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시간제보육시설 30%확대
∙보육서비스 만족도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사업내용
❍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보육지원 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정기관 : 19개소 정도 (시간연장형 18개소, 시간제보육 1개소(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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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 3,600명 3,600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229 229 100

- 국비 57 57 100

․일반회계 57 57 100

․특별회계(회계명)

∙내    용 :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유     형 : 기본형/맞벌이형, 월40~80시간 이용 가능

∙지원단가 : 시간당 4천원 (자부담 1천원)

∙소요예산 :

❍ 보육료 지원아동 간식비 지원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남구 아동 중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및 장애아동

∙지원단가 : 월4,500원 (1인당 300원/1일, 월15일)

∙지원방법 : 매월 10일 현재 재원중인 아동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소요예산 : 금70,000천원

❍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지원대상 : 동일 시설에 5년 이상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보육․특수교사․치료사

∙지원단가 : 1인당 30,000원/월

∙지원방법 : 매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교사

∙소요예산 : 금25,200천원

❍ 보육교사 역량강화 사업

∙사업종류 : 하계연수비, 숲놀이 연수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비 지원

∙지원대상 :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보육교사 200명정도

∙지원방법 : 남구어린이집연합회 보조금 지원

∙소요예산 : 금18,000천원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4개 72 229 3,600명 1개소 1개소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보육 지원 0 114 19개소복지지원과 어린이집연합회

보육료지원아동  간식비 지원 72 70 1,200명복지지원과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교육개발지원 40 3회복지지원과 어린이집연합회

숲속어린이집 운영 5 200명복지지원과 어린이집연합회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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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기금명)

- 지방비 172 172 100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연간 계획 수립 및 보육서비스 제공

2/4분기 숲놀이 연수대회

3/4분기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지원 및 결과분석

4/4분기 보육교사 역량강화사업 추진 및 결과분석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시간연장형, 시간제보육시설 확대 - 1개소 지정 지정결정서 공문서 연도말

보육서비스 만족도 - 60%이상
서비스
만족도

설문지 설문조사 사업종료후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부모 및 아동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탄력적으로 운영
❍ 보육교사 대상자별 역량에 따른 교육개발지원으로 보육현장 질적 향상 도모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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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복지지원과(여성보육) 전순옥 (사회복지6급) 053)664-2537

남구어린이집연합회 보육서비스 운영 053)621-2700

관내 어린이집(66개소) 보육서비스 제공

Ⅲ-2-2. 체험학습장 조성 (Ⅲ-8-23/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복지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지도 및 체험교육으로 학교교육만으로 부족

한 인성 및 창의성 계발 지원

❍ 미군부대가 주둔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미군부대 내 영어캠프 운영을 통해 미국현지 

체험연수와 같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학생들에게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생활영어 동

기유발 및 자신감 부여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 육성

사업목적
❍ 지역내 교육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위주 교육으로 창의적 교육기반 조성

❍ 미군부대를 활용한 생생한 생활영어 체험현장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대상

사업대상 지역 아동청소년 중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희망자 

실인원수 34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제공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참여자 만족도

사업내용
❍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

∙운영기간 : 2015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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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 340명 340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 147 147 100

- 국비 73 73 100

․일반회계 73 73 100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74 74 100

- 기타

∙운영주기 : 1개월 과정 연10회 운영

∙운영일시 : 매주 수요일 17:00 ~ 20:00 (주1회 3시간)

∙대    상 : 지역내 중학생 300명 정도 (기별 30명)

∙교육내용 : 미국현지 생활영어 학습 및 문화체험

∙강    사 : 4명 (미군 2명, 카투사 2명)

∙장    소 : 미군부대(캠프워커, 캠프핸리)내 체험시설

∙참여학교 : 관내 중학교 8개소(협성,경일여자,경복,대구,심인,경상,대명,경혜여자)

∙소요예산 : 2,000천원

※ 향후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수료생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운영기간 : 연중

∙운영주기 : 주6일 (평일 학습지도, 토요일 체험학습 위주)

∙운영방법 : 2개반으로 운영

∙대    상 : 관내 저소득 초등학생 4,5학년 40명 정도 

∙장    소 : (구)대명4동주민센터

∙내    용 : 방과 후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생활관리 및 학습지도

(학습지원, 체험활동, 특별지원, 생활지원 등)

∙소요예산 : 145,500천원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147 340명 2개소 3개소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 - 2 300명 문화홍보과 미군부대(2개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145 40명 복지지원과
아르미청소년문
화재단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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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해당연도 사업 운영계획 수립

2/4분기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3/4분기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4/4분기 참여대상자 만족도 조사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 2개 운영여부 계획서 내부자료 상반기

참여자 만족도 - 250명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지 사업종료후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참여자 만조도 조사를 통해 개인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험학습 제공

❍ 학습위주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활동위주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체험학습기회가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선정 유의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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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복지지원과(아동청소년) 남상국 (행정6급) 053)664-2557

남구청 문화홍보과(교육지원담당) 김연달 (행정6급) 053)664-2207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 053)651-8420

Ⅲ-2-3. 아동청소년바우처 이용률 제고(Ⅲ-8-24/보편/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취학 아동 부양자의 경우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원할 경우 과외나 학원교육을 원하는 응답자가 원하지 않는 응답자에 비해 2배 가량 많았

으나 실제 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교육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

움 등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

로 발굴,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형성가

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

장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발달에 필요한 적절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창의적, 미래적 인재 양성

❍ 아동청소년의 진로탐색,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으로 정서․사회․인지 등 전인적 발달 지원

❍ 주민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사회서비스 육성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

자리제공 및 유효수요 창출

사업대상

사업대상 지역내 아동청소년

실인원수 4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환경 질 향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이용현황
(사업비 집행률 90%이상)

∙바우처 이용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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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330명 400명 70명 21.21

사업비(단위:백만원) 521 630 109 20.92

- 국비 370 441 71

․일반회계 370 441 71

․특별회계(회계명)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우리 아이가 달라져요)

∙목    적 : 문제행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

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비장애 문제행동아동

∙내    용 : 재가 또는 방문치료 (주1회 이상)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역량강화 멘토링 서비스)

∙목    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만7세~만15세 이하 아동청소년

∙내    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사회․과학․직업체험 등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 (뮤직바이러스)

∙목    적 : 교육환경,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만7세~만12세 아동

∙내    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이론 및 실기와 정

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신규 사업 추가시 사업세부내용 변동 가능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521 630 330명 400명 1개소 95개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357 400 230명 256명주민생활과 제공기관84

비전형성지원서비스 85 130 60명 94명주민생활과 제공기관10

뮤직바이러스 79 100 40명 50명주민생활과 제공기관1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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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기금명)

- 지방비 151 189 38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2/4분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집,제공기관 관리 등)

3/4분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집,제공기관 관리 등)

4/4분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집,제공기관 관리 등)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바우처 이용률 330명
전년대비
20%증가

증가율 대상자현황 내부자료 사업종료후

사업비 집행률 98% 90%이상 집행률 지출내역 결산자료 사업종료후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의 사회복지수요 및 정책과 연계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공급복지 전달체계

에 맞는 수요 확충사업 추진 필요

❍ 수요공급조사, 제공기간 컨설팅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강화 노력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점검 및 위반시 행정처분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으로 서비스 사후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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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복지기획) 김봉수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남구종합사회복지관외 83개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연세소아발달연구소외 9개소 비전형성서비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서발달및치유지원서비스 053)580-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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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소통 장 마련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Ⅳ-1.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소통 장 마련

여가문화생활 

대중화

재능나눔참여율

제공기관 참여율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Ⅳ-1-1. 재능나눔 아카데미 지역
재능나눔봉사자 양성

운영실적
200명 3

Ⅳ-1-2. 재능나눔 콘서트 운영 지역

재능기부자 발굴

콘서트개최 및 

참여인원

1회

200명
5

Ⅳ-1-3. 재능나눔 동아리 활성화 사업 지역

동아리 운영횟수

동아리활동내역 및 

가입인원

4개

200명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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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소득증대와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여가시간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향유의 대중화, 보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웰빙문화가 사회

의 트렌드가 되었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현실에서의 여가활동 참여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소비지출의 양극화로 여가생

활에서도 계층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지역주민 생활여건 조사결과에 나타나듯이 남구의 경우 노인인구 및 저소득층 인구비율

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소외계층 등의 대

상자들이 문화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내에서 

주민 주도적으로 축제문화를 조성하는 환경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만의 주민참여적인 차

별화된 문화콘텐츠 운영이 필요함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의 제공을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재능나눔으로 지역의 소속감 강

화와 긍지를 높여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행복한 지역의 

이미지를 형상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주민욕구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문화, 여가활

동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22.6%, 노인 여가활동관련 서비스 또한 17.7%로 높게 나타

났으며, 이에 비해 남구의 문화체육시설은 2.96점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여행, 취미생활, 공연과 관련한 문화활동지원은 전 영역에서 절반이상의 사람이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13년 사회조사결과 여가활용부문에서 주말 및 휴일의 여가는 주로 TV시청 59.9%로 

집에서 여가생활을 보내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평소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

은 27.1%에 불과하여 불만족한 이유로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남.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부족의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남

공급분석

∙소득계층의 구분없이 모두에게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수요는 높게 나타났으나 제공기

관의 인프라가 풍족하지 못하므로 지역차원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동호회 

구성, 재능나눔 동아리 형성, 지역내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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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험 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발견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생

활권내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해야 함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중시믕로 대상유형별 기

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YWCA,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대덕노인복

지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 재능나눔활동에 참여함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문화, 여가 향유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영화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낮

으며 남구의 경우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어 생활속에서 참여형, 체감형, 지역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민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기존 보유하고 있는 문화분야 지원기관 장소를 활용한 문화축제를 기획해야 

하며, 공연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동체를 구성

∙문화분야 지원기관 활동을 활용한 재능기부 나눔에 동참하고 지역내에서 즐기는 찾아가

는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즐기는 다양한 영육의 문화활동 동아리 활성화로 주민자

치조직구성을 확대하고 문화취약계층 여가문화생활 항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확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재능나눔 동아리 활성화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소득계층별 문화복지 격차를 줄여야 할 것임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소통 장 마련

• 성과목표 : 여가문화생활 대중화

• 성과지표 : 재능나눔 참여율, 제공기관 참여율

재능나눔아카데미 재능나눔콘서트 운영
재능나눔 동아리

활성화 사업

•재능나눔봉사자양성

•재능나눔아카데미 운

영실적

•재능기부자 발굴

•콘서트 개최 및 참

여인원

•동아리 운영횟수

•동아리 활동내역

및 가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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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주민생활과

계장 김봉수(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김주선(사회복지7급) 053)664-2542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Ⅳ-1-1 재능나눔아카데미 3
재능나눔봉사자양
성, 운영실적

200명

Ⅳ-1-2
재능나눔 콘서트 

운영
5

재능기부자발굴
콘서트개최,참여수

1회,200명

Ⅳ-1-3
재능나눔 동아리 

활성화 사업
28

동아리활동내역
및 가입인원

4개,200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Ⅳ-1-1. 재능나눔 아카데미 (Ⅳ-9-25/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나눔봉사 활동의 활용영역이 다양화되고 전문영역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

추어 봉사자의 전문성 함양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아카데미를 운영함으

로써 현장에서의 주도적이고 전문화된 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함

❍ 나눔봉사자를 분야별로 모집하여 아카데미 교육을 통한 재능나눔 전문봉사자를 양성하

고자 하며, 나눔활동 대상자별 교육으로 자원봉사자 전문성 함양 및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

하여 나눔봉사활동 흥미유발 및 재능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목적

❍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활동영역 제공으로 나눔문화 참여분위기 조성

❍ 재능나눔 자원봉사자의 적응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재능나눔문화 확산

사업대상

사업대상 재능나눔봉사자

실인원수 20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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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100명 200명 100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2 3 1 5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2 3 1

- 기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재능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재능나눔봉사자 연60명 이상 양성
∙재능나눔아카데미 운영 실적

사업내용
❍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

∙목    적 : 나눔봉사활동 흥미유발 및 재능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

∙교육일시 : 연2회, 10주간

∙교육인원 : 나눔봉사 희망자 200명

∙추진체계 : 나눔봉사자 분야별 모집⇒아카데미 기획 및 진행⇒봉사자양성

❍ 나눔활동 자원봉사자 전문성 함양 및 자질향상 교육

∙교육일시 : 상반기 중 (연1회)

∙교육인원 : 자원봉사자 30명정도

∙교육내용 : 나눔봉사자 리더십 및 마인드 교육 등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1개 2 3 1개소 1개소

자원봉사아카데미 2 3 100명 200명행정지원과
남구자원봉사
센터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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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프로그램 기획 준비

2/4분기 재능나눔 봉사자 모집 및 발굴

3/4분기 재능나눔아카데미 운영

4/4분기 재능나눔아카데미 운영결과 평가회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재능나눔봉사자양성 30명 60명 교육인원
결과
보고서

자체자료 12월

아카데미 운영실적 1회 100명 2회 200명
개최여부/

참여인원
결과
보고서

자체자료 12월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다양한 재능나눔분야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재능나눔의 활동영역 확대

❍ 전문적 재능나눔 교육협력으로 지역특성 및 자원봉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재능나눔 기부자에 대한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나눔문화 확산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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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자원봉사센터 안대규 (행정6급) 053)664-3186

여성인력개발센터 참가대상자 모집홍보 053)472-2280

대구YWCA 참가대상자 모집홍보 053)652-0070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참가대상자 모집홍보 053)476-7700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협조 053)471-2326

대덕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협조 053)621-9522

호동원 프로그램 운영협조 053)471-7589

Ⅳ-1-2. 재능나눔 콘서트 운영 (Ⅳ-9-26/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주민들 스스로 재능나눔 및 여가문화활동을 위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고 콘서트 개최

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주도의 생활문

화공동체 및 활력있는 지역커뮤너티 형성

❍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의 제공을 배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재능 나눔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의 장 마련

으로 지역내 문화공연으로의 발전과 재능나눔을 통한 지역의 소속감 강화․긍지를 높여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나눔으로 행복한 지역의 이미지를 형상화함

사업목적
❍ 문화예술 재능을 배움․나눔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

❍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하여 문화예술축제 기획․참여

사업대상

사업대상 재능나눔 및 여가문화활동 동아리

실인원수 2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문화소외계층에게 생활밀착형 
문화체험 기회 제공

∙재능기부자 발굴
∙콘서트 개최 및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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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200 200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5 5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5 5 100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프로그램 기획 준비

2/4분기 재능나눔 봉사자 모집 및 발굴

3/4분기 콘서트 구성 및 진행일정표 작성

4/4분기 재능나눔 콘서트 개최

사업내용
❍ 음악재능기부자 분야별 모집

❍ 재능나눔콘서트 기획 및 진행

❍ 음악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1개 0 5 200명 1개소 1개소

재능나눔 콘서트 - 5 -
200명/1

회
대구YWCA 협의체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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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재능기부자 발굴 - 100명 기부인원
재능기부자
명단

결과보고서 연도말

콘서트 개최 및 
참여인원

- 200명/1회
참여인원
/개최여부

운영계획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남구 지역내 기존 인프라 활용 및 다양한 콘텐츠 활용으로 재능나눔 동아리 사업 연계,

재능나눔콘서트 질 향상

❍ 다양한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로 주민참여 및 생활화 유도

❍ 음악재능 기부자 모집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 및 재능나눔 콘서트 장소 활용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복지기획) 김봉수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재능기부콘서트사업지원 053)664-3701

대구YWCA
재능기부자 모집 및 재능
나눔콘서트 진행

053)652-0070

남구자원봉사센터 음악재능기부자 모집 053)664-3186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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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3. 재능나눔 동아리 활성화 사업(Ⅳ-9-27/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문화 활동에 개개인이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

화가 성장하고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실천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친목도모와 지역내의 결속력 강화로 재능나눔문화를 정착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로 문화, 여

가활동 관련서비스가 여성 22.6%, 노인17.7%로 높게 나타나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서비스

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남

사업목적

❍ 개인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지역주민 스스로 재능나눔 동아리 참여․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문화 형성

사업대상

사업대상 재능나눔 동아리 참여자

실인원수 2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재능나눔동아리 역할 수행 확대
(주1회 교육, 연12회 봉사활동)

∙교육횟수
∙자원봉사활동 횟수

사업내용

❍ 재능나눔동아리 구성 : 4개

❍ 재능나눔동아리 활동

∙다도봉사단(남구종합사회복지관)

∙쇠소리풍물봉사단(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햇빛평생대학 동아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金바라기 예술단(대덕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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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200명

사업비(단위:백만원) 28

- 국비 14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6

- 기타 8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재능나눔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2/4분기 동아리 운영 및 활동지원

3/4분기 동아리 운영 및 활동지원

4/4분기 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4개 0 28 200명

다도봉사단 4 40명

쇠소리풍물봉사단 7 120명

남구햇빛평생대학동아리 17 120명

金바라기 예술단 0 20명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동아리 운영 현황 4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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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재능나눔 동아리 활성화 및 사업홍보를 위해 사례발표, 경진대회 개최

❍ 재능나눔 봉사단 교육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인적자원 발굴 및 확보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자원봉사센터 안대규 (행정6급) 053)664-3186

대구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가문화생활분과 053)66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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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Ⅳ-2.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대상자별 맞춤형 

여가문화생활로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율

프로그램만족도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Ⅳ-2-1. 청소년창작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
프로그램 운영횟수

프로그램 참여인원
1,000명 157

Ⅳ-2-2. 맞춤형 休너지 프로그램 운영 지역
프로그램 운영

참여인원
3,000명 73

Ⅳ-2-3. 예비노인을 위한 행복한 

미래만들기
지역 교육참여율 증대 2,000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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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문화여가생활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각종 문화정책과 문화취

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도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간의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부족, 지역간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화격차가 존재하여 지역생활문화 형

성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2013년 사회조사결과 여가활동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람이 54.4%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친구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20.3%, 혼자서 보내는 사람 19.5%순으로 나타남. 연

령별로는 10대~20대는 친구와 주로 여가를 보내고 30대 이후는 가족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40대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보내는 비율이 낮아지고 혼자 보내는 비

율이 점점 높아짐. 따라서 연령대별로 다양하고 개별화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생애주기

별 맞춤형 여가체험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며, 자발적 문화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선택권

을 제공하여 만족도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지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42.3%가 학습지도 및 학

습능력 향상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진로상담, 문화․취미활동 서비스 지원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 18.3%가 있음. 여성 응답자의 경우 22.6%가 문화 및 여가활

동 관련서비스가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양육자는 

22.6%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노인 응답자 

중 17.7%는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세대별로 여가문화생활의 필요

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 제공정보 및 여건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여가문화생활이 위축되어 있음

공급분석

∙여가문화활동의 지원기관을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남구드림스타트, 남구청소년창작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

으며, 장애인의 경우 대구장애인부모회, 남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음. 가족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으며, 노인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경로당, 대덕노인복지관, 노인회남구지회 등

이 있음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복지욕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애주기별로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복지수요의 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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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복지지원과

계장 전종기(행정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남후자(행정6급) 053)664-2542

강하나 공급자원이 부족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문화여가생활의 

체험기회가 적어 관련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 구성도에 따른 맞춤

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욕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복지를 기획해야 할 것이며,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

는 각종 서비스를 기획하고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해야 할 것임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 성과목표 : 대상자별맞춤형여가문화생활로삶의질향상

• 성과지표 : 주민참여 증가율, 프로그램 만족도

청소년창작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맞춤형 休너지

프로그램 운영

예비노인을 위한

행복한 미래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횟수

•프로그램 참여 인원

•프로그램진행 횟수

•참여인원
•교육참여율 증대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Ⅳ-2-1
청소년창작지원센
터 운영 활성화

157
프로그램운영실적
참여인원

1,000명

Ⅳ-2-2
맞춤형 休너지 
프로그램 운영

73 프로그램참여인원 3,000명

Ⅳ-2-3
예비노인을 위한 

행복한 미래만들기
7 교육참여인원 2,000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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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1. 청소년창작지원센터 운영 활성화(Ⅳ-10-28/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전문 청소년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창의적 인성개

발을 위한 청소년 활동에 힘쓰며, 동아리활동 및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문화․취미활동 지원이 필요하

다는 응답이 18.3%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의 자율적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다양

한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전용공간 마련이 필요함

사업목적
❍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부재로 풍요로운 여가문화생활이 어려움

❍ 다양한 여가생활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지원, 청소년내 또래 집단간의 건전한 교류 확충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사업대상

사업대상 지역 중․고등학생

실인원수 1,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다양한 창작활동지원을 통한 창의적 
인성개발

∙전문인력배치(청소년지도사)

∙프로그램 운영 실적

사업내용
❍ 운영프로그램 : 청소년동아리, 학교연계사업, 청소년 수련활동프로그램 등

❍ 투입인원 : 5명 (관장1, 청소년지도사2, 직원2)

❍ 문화․예술분야

∙연극 분야(교육, 심리, 힐링)

∙뮤지컬 분야

∙오케스트라․국악밴드

❍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학교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 자발적 청소년동아리 육성․지원

∙청소년 문화나눔 프로젝트 : 멘토-멘티 결성으로 음악과 악기를 습득하고 함께 봉사활

동, 연말에 발표회 개최 등 재능나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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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1,000명 1,000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157 157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157 157 100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운영계획 수립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2/4분기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3/4분기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4/4분기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결과보고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1개 0 157 1,000명 1개소

청소년창작센터 운영 157 1,000명청소년창작센터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전문인력 배치 2명 채용인원 직원명부
사업결과보고
서

연도말

프로그램 운영실적 100회
프로그램
운영횟수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자문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시설 운영기반 확충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144 -

❍ 청소년활동지원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재단 등 공모사업선정을 통한 운영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청소년창작지원센터 민상호 (행정6급) 053)664-3100

Ⅳ-2-2. 맞춤형 休너지 프로그램 운영 (Ⅳ-10-29/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남구주민 욕구조사에 의하면 지역주민 구성분포도의 다양성과 마찬가지로 경제, 문화,

생활 등 다양성과 더불어 욕구도 다양화 되어 있어 주민층의 욕구를 반영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주민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여가생활환경 조성이 요구됨

❍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부족,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

여 다른 지역간의 문화격차가 존재하여 지역생활문화 형성을 통한 생활밀착형 여가문화환

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복지 기획,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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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사업대상 여가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실인원수 3,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맞춤형 여가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생활만족도 향상

∙여가프로그램 진행 횟수
∙여가프로그램 참여인원

사업내용
❍ 아동시설 캠프 : 자립의지와 자아형성의 기회제공으로 모험심, 협동심, 자신감 강화

❍ 아동여가프로그램 운영 : 각종 문화체험 및 자연체험행사 차명, 문화공연 관람 등

❍ 장애아동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 대구교육청 프로그램 연계하여 주말학교 운영

❍ 장애인 캠프 및 여가프로그램 : 장애인 가족캠프 운영으로 장애 부모 상호간 인화강화

❍ 가족여가프로그램 :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 청소년 문화생활지원 : 청소년 문화존, 꿈다락청소년문화학교 운영 등

❍ 다문화가정 여가프로그램 : 가족캠프 운영 등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이해교육 실시

❍ 경로당 활성화 사업 : 노후생활교육, 건강운동프로그램, 교양오락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6개 0 73 3,000명 1개소 6개소

아동시설 여가프로그램 7 180명복지지원과 호동원

장애인여가프로그램 17 200명복지지원과 장애인부모회

가족여가프로그램 1 500명복지지원과
건강가정지원
센터

다문화가정 여가프로그램 25 800명복지지원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여성여가프로그램 3 1,500명복지지원과
대구여성인력
개발센터

경로당활성화 사업 20 200명복지지원과 대한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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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53건, 3,000명 3,000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73 73 100

- 국비 53 53 100

․일반회계 53 53 100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20 20 100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프로그램 기획, 홍보, 주민욕구 확인, 유관기관협조 요청

2/4분기 현장체험,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참가자 모집

3/4분기 프로그램 진행 

4/4분기 프로그램 결과보고 및 수퍼비전 회의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80%
참여인원/

목표인원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개별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시설간의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 교육로 세대 및 계층간 갈등 해소

❍ 여가프로그램 제공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여가프로그램 서비스 질적 향상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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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복지지원과 전종기 (행정6급) 053)664-2527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문화존사업 추진 053)664-2552

대구문화예술교육센터 꿈다락문화교실 추진 053)664-3131

대덕문화전당 꿈다락문화교실 추진 053)664-3131

대구장애인부모회 여가프로그램 제공 053)621-2613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여가프로그램 제공 053)621-7103

남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가프로그램 제공 053)621-2613

호동원외 4개소 여가프로그램 제공 053)471-7589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여가프로그램 제공 053)471-232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프로그램 제공 053)475-2324

Ⅳ-2-3.예비노인을 위한 행복한 미래만들기(Ⅳ-10-30/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중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이해하여 올바른 대처로 심리적 안정을 갖도

록 하고 가족내 위치를 재조명하여 가족의 중심자로서 노부모와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

계 개선 및 퇴직 이후 상실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생 후반의 삶의 재조명해보고 

재설계하여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목적
❍ 중년기노인의 삶을 재조명, 재설계하여 활기찬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행복한 노후 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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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30건, 3,000명 3,000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7 7 100

- 국비 7 7 100

․일반회계 7 7 100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사업대상

사업대상 지역주민 중 중년기 노인

실인원수 3,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인의 역랑정립 교육을 통한 
행복한 노후설계

∙전문강사 배치
∙교육 참여율

사업내용
❍ 교양강좌 : 중년의 의미와 노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 교육

❍ 건강강좌 : 노년기 발병하기 쉬운 질병 및 대처능력 함양 교육

❍ 올바른 노년기 식습관 및 생활습관병 바로잡기 교육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7 2,000명 1개소 1개소

교양강좌 4 2,000명복지지원과 대덕노인복지관

건강강좌 3 2,000명복지지원과 대덕노인복지관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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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프로그램 기획준비 및 동아리 대상자 모집

2/4분기 강좌 프로그램 운영

3/4분기 강좌 프로그램 운영

4/4분기 강좌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회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전문강사 배치 및 
교육참여율

80%

실참여인원
/목표인원

(3,000명)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중년 노인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및 강좌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필요시 사후관리 필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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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복지지원과 전종기 (사회6급) 053)664-2527

대덕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총괄 053)621-9522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인프로그램 운영 053)476-7700

한국비전교육센터 교양강좌 강사파견 053)742-6630

희망건강관리교육원 생활습관병 바로잡기 053)620-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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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생명존중 문화 조성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Ⅴ-1. 생명존중 문화 조성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협의회 구성운영

만족도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Ⅴ-1-1. 자살예방 조기개입체계 구축 지역
협의회 구성운영

자살예방사업추진

협의회10명

600명
0

Ⅴ-1-2. 생애주기별 힐링,카운슬링 운영 지역
프로그램실적

참여자만족도
150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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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정신보건사업위주의 자살예방대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자살률은 점차 

증가되고 자살방지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한계점이 드러남에 따라 우리 지역

의 자살실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민관이 함께하는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통한 문

제해결 접근이 필요함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살예방사업은 사회적인 대처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살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 및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단순히 정신 보건적 관점 뿐만 

아니라 자살 실태에 즉각적으로 대응되도록 하지 아니하며 안됨.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

생의 위기에의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로 그친 후의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학교 등 자살방지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민간단체 및 기타 기관의 상호 밀접한 연대 하에 실시하여야 함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

당공무원 및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증진분과위원 등에 대한 자살예방 및 대응방

법 교육․훈련 실시.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자살예방을 위

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자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복지협의체 건강증진분과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필요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지역의 사망원인 중 ‘자살’로 이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

록 자살사망률이 높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자살 증가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

해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는 노인의 경우 빈곤, 질병, 역할상실, 가족 상실 등에 대한 적

응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남구의 자살률 : 2011년 37.1%, 2012년 31.9%, 2013년 37.6% (전국평균 28.5%)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가구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 실직․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어려움, 부채청산으로 인한 어려움 순으로 생활전반의 경제적 어려움

을 가장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음 

공급분석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관으로는 건강증진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남

구보건소,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생명의 전화, 자살예방센터가 있음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 사례관리대상자는 총211명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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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주민생활과

계장 김봉수(사회복지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김주선(사회복지7급) 053)664-2542

에 대한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 등의 사례관리는 4,220건으로 확인됨. 정신건강은 이미 질

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필수 요소

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필요함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협력을 통해 필요한 예방대책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역사회보호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증진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역

량강화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살

예방위기관리체계 구축, 생명사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남구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성과목표 :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 성과지표 : 자살률 감소, 프로그램 만족도

자살예방

조기개입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힐링/카운슬링 운영

•협의회 구성 운영

•자살예방사업 추진

•대상자별 프로그

램 운영 현황

•참여대상자만족도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Ⅴ-1-1
자살예방 

조기개입체계 구축
- 0

협의회 구성운영
자살예방사업추진

-
10명
600명

Ⅴ-1-2
생애주기별 

힐링,카운슬링 운영
- 30

프로그램운영현황
만족도

- 150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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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2. 자살예방 조기개입체계 구축(Ⅴ-11-31/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자살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

두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도모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증가율이 1위로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체계를 구축할 필

요성이 있으며, 지역단위 자살예방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존중의 정

신을 함양하고 사회적인 오해와 편견을 줄여 자살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사업목적
❍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전환 및 올바른 정신건강의 정보 제공

❍ 다양한 자살예방사업 개발로 지역주민의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

사업대상

사업대상 정신건강취약계층 및 자살예방관리 대상자

실인원수 6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생명존중정신 함양
∙자살예방협의회 구성 운영
∙자살예방사업 추진

사업내용
❍ 자살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구성시기 : 2015년 상반기

∙구성인력 :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증진분과 위원 10명 정도

∙활동내용

- 자살예방 환경조성

- 자살위기자 조기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 노인 및 자살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자살유가족 심리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등

❍ 건강한 마음지킴이 사업

∙지역주민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인권 향상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꽌리, 재활서비스/집단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 2014년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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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협의회 구성․운영, 자살예방사업 추진

2/4분기 자살예방사업(홍보캠페인, 심리지원, 게이트키퍼양성)

3/4분기 자살예방사업(홍보캠페인, 심리지원, 게이트키퍼양성)

4/4분기 자살예방사업 추진 및 운영결과보고

∙만성정신질환 등록 및 사례관리 : 210명 4,122건

∙정신건강증진행사 : 35회 2,124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 : 62명 431건

∙자살예방교육 : 48회 1,562명

∙자살예방상담 : 191명

∙자살예방홍보 및 캠페인 : 29회 1,959명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0 610명 1개소 9개소

남구자살예방협의회 구성 10명
남구정신건강
증진센터

남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자살예방사업 추진
4회

600명
남구정신건강
증진센터

남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소요예산 : 비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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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협의회 구성운영 10명 구성여부 협의회명부 관련보고서 연도말

자살예방사업 추진
(심리지원 및 캠페인)

연5회 예방사업수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게이트키퍼 양성 50명 참여인원 계획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자살예방협의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회의 및 수퍼비전 실시 필요

❍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자살위험 잠재적 대상자 발굴 및 대책 마련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 김봉수 (사회복지6급) 053)664-2547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이영숙 (팀장) 053)628-5863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증진분과 053)66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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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2. 생애주기별 힐링,카운슬링 운영(Ⅴ-11-31/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남구주민의 건강예방에 한층 더 나아가고자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자 하며, 전 연령

층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현대에는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 세대에 한정적이지 

않고 아동, 성인, 부부, 가정, 노인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추세로 세대

별로 요구되는 생애주기별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더불어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

스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 속 우울 치유 및 관리프로그램 제공으로 스트레스 관리

사업대상

사업대상 프로그램 참여대상자

실인원수 15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개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참여대상자 만족도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정신건강사업 추진

∙만성정신질환 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행사 등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등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실시, 자살예방홍보캠페인 추진

∙인터넷중독예방사업 : 인터넷 중독 예방 특강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158 -

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150명 150명

사업비(단위:백만원) 30 3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15 15

- 지방비 15 15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2/4분기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특강 개최

3/4분기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4분기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1개 0 30 150명

프로그램 운영, 참여인원 30 150명
정신건강증진
센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프로그램 운영 4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참여인원 150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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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피룡

❍ 연령대별 프로그램 추진시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로 프로그램 효율성 증대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보건소 정신보건사업 추진 053)664-3625

드림스타트센터 아동정신건강사업 협조 053)664-3216

대구시인터넷대응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053)803-3618

대구정신건강증진센터 교육협조 053)256-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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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건강예방관리

추진사업 총괄표

핵심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Ⅴ-2. 건강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유지

지역주민참여도

건강행태개선도

세    부   사   업   명 구분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백만원)

Ⅴ-2-1. 건강UP메티컬 체크 지역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2,000명 0

Ⅴ-2-2.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 지역
프로그램 운영실적

이용률
40명 240

Ⅴ-2-3. 노인행복장수 프로젝트            

(노인요양,돌봄)
지역

전수조사

서비스 제공실적
1,000명 0

Ⅴ-2-4. 체육활동프로그램 보급 지역

방문형 

체육활동보급

참여기관 및 인원

연6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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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필요성 등)

경제발전과 의학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 

남구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6.38%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 들었으며,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통한 치료율,

인지율 제고 및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가구주의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2%가 본인의 건

강상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투병, 투약자가 

25.7%로 나타나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의료적서비스를 제공하

고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함

특히, 장기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84.2%의 응답자가 꼭 정기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실제로 64.6%로 해당하는 사람만이 행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음

에도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수요분석

∙건강관리 취약계층인 노인인구가 16.38%로 4년전보다 2.86% 증가하였으며, 2013년 독거

노인은 총7,364명, 27.06%로 점차 증가추세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총2,752명,

10.12%로 2011년의 6.43%에서 2년만에 3.69%나 증가함

∙대상자별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여성의 경우 3번째로 건강

(체육) 및 의료서비스를 꼽았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앓고 있는 질병에 대

한 질문에 관절염과 고혈압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질병의 경

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이 동반하여 나

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공급분석

∙건강관리의 취약계층(저소득층,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중증장애인 등)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료급여관리사 3명), 남구보건소에 추진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방문간호사 8명, 전문인력 6명, 건강리더 20명),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남구생활체육회가 있음

∙치매관리사업 지역사회자원 현황으로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구보건소,

치매검진 및 연계사업 지원하는 지역내 병원 3개소, 치매관련 요양시설 4개소가 있으며 

남구보건소의 치매관리사업비는 총67,500천원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사

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이 있음



제3기(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162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복지욕구 조사결과 의거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르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메

티컬체크 등을 통해 건강상태 파악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질병예방사업 및 건강증진서

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도 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함

∙건강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이 시설을 이용

하지 않는 이유로 시설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

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건강예방관리

• 성과목표 : 건강생활실천 유도

• 성과지표 : 지역주민참여도, 건강행태 개선도

건강UP메디컬

체크

치매노인종합지원

시설 운영

노인행복장수

프로젝트

체육활동프로그램

보급

•건강관리 서비

스 제공

•만성질환자 등

록관리 현황

•치매예방 프로그

램 운영실적

•경증 치매노인

이용률

•치료서비스 제

공 실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실적

•방문형 체육활

동 보급

•참여기관 및 인

원

세부사업 개요

과제

번호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2014 2015 2014 2015

Ⅴ-2-1 건강UP메디컬 체크 0
건강관리서비스제공
만성질환자등록관리

2,000명

Ⅴ-2-2
치매노인종합지원

시설 운영
200 240

프로그램운영실적
이용률

30명 40명

Ⅴ-2-3

노인행복장수 
프로젝트(노인요양,

돌봄)

0
전수조사
서비스제공실적

1,000명

Ⅴ-2-4
체육활동프로그램 

보급
80

방문형체육활동보급
참여기관 및 인원

연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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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복지지원과

계장 전종기(행정6급) 전화

번호

053)664-2547

담당자 남후자(행정6급) 053)664-2542

담당부서 및 담당자

Ⅴ-2-1. 건강UP메디컬 체크(Ⅴ-12-33/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인구고령화, 만성질병 증가에 따라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의료공급의 불

균형과 사회경제 불안으로 인한 건강관리 능력이 저하되고 장애나 만성질환을 가진 저소

득층에게 보다 효율적인 보건복지 의료통합서비스 욕구가 증가됨

❍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서

비스의 연계를 필요로 함

사업목적
❍ 건강취약계층 가구 등록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를 통한 의료지원으로 개인건강행태 개선

❍ 질병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대상

사업대상 건강취약계층

실인원수 2,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조절율 제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현황

사업내용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브라보 마이 라이프사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교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치매관리 및 예방교육 

∙유아․아동․청소년 건강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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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2/4분기 건강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3/4분기 건강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4/4분기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이동보건소 운영 : 건강교실, 건강클리닉,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 등

❍ 의료급여수급자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제공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집합교육 : 의료급여 전반 및 약물 오․남용예방 교육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 남구보건소 및 지역사회유관기관 협조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3개 0 0 2개소

통합건강증진사업 2,000명남구보건소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이동보건소 운영)

연80회남구보건소

자원연계서비스 100건주민생활과 연계기관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900명주민생활과 연계기관

소요예산 : 비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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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000명
서비스
제공현황

계획서
보건행정과
결과보고서

하반기

등록관리대상자 현황 900명
관리대상자
현황

계획서
주민생활과
결과보고서

하반기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질병관리에 대한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병행 실시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한 협력관계유지 및 지역자원 네트워크 강화

❍ 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주민생활과(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사회복지6급) 053)664-3517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053)664-3601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 체게 지원 053)66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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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2.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Ⅴ-12-34/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질환 노인에게 상담 및 치매관리 컨설팅, 인지재활 치료와 프

로그램 운영,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등 개별욕구에 맞는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및 이들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양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 지속적인 노인인구 및 유질병 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내 치매관련서비스 유관기관인 대

구광역치매관리센터 및 남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사업,

치매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노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이들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경제적, 신체

적, 정신적 부양 부담을 경감

❍ 등급외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 중증화 

예방․방지

❍ 관내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업대상

사업대상 경증치매노인

실인원수 4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 치매노인종합지원체계 구축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실적
∙경증 치매노인 이용률

사업내용
❍ 사 업 명 : 참좋은기억학교 (경증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 이용대상 : 요양등급외자 중 경증 치매질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무료)

∙치매질환이 있는 일반가정 노인 (실비)

❍ 서비스내용

∙송영서비스(가정과 시설과의 이동), 주간보호서비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상담 및 사례관리, 일상생활 및 여가생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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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30명 40명 10명 33%

사업비(단위:백만원) 200 240 40 2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200 240 40 20%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및 추진

2/4분기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3/4분기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4/4분기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운영인력 : 7명 (시설장, 전담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1개 200 240 40명 1개소 1개소

치매예방지원서비스 제공 200 240 40명복지지원과 참좋은기억학교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프로그램 운영현황 5개 프로그램수 운영계획서 계획서 연도말

경증치매노인 이용율 80%
이용인원/

치매노인
이용자현황 결과보고서 연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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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장기요양 등급외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인지재활프로그램으로 치매중증화 방지

❍ 관내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복지지원과(고령대책) 전종기 (행정6급) 053)664-2527

참좋은기억학교 치매노인종합지원 053)263-8228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치매노인등록관리 053)664-3684

Ⅴ-2-3. 노인행복장수 프로젝트(Ⅴ-12-35/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복지시설 이용이 아닌 가정에서

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가족에 의지하기 보다는 지역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음.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주 대상자인 독거노인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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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

❍ 재가노인복지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와 각종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가어르신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돌봄체계 마련

사업목적

❍ 노년생활의 활력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서비스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안전확인을 실시하여 독거노인의 생사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감 도모

사업대상

사업대상 지역내 독거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자

실인원수 1,00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인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전수조사
∙서비스 제공실적

사업내용

❍ 독거노인 전수조사

∙조사주기 : 연1회

∙목    적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투입인원 : 46명 (지도감독자3, 서비스관리자2, 생활관리사41)

∙조사방법 : 독거노인관리사 직접 면담을 통한 1:1 가정방문조사

∙조사내용 : 독거노인 사회관계,주거,경제,건강,보건복지욕구 등

※ 서비스내용 : 안전확인, 생활교육,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조정

∙처리절차

독거노인

명단확보

독거노인

전수조사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분석 및

사례관리회의

서비스제공 

및 사후관리

洞/복지
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노인복지기관 복지부서

서비스제공기관

구청/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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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사업비(단위:백만원)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조사대상자 기초자료 생성

2/4분기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 실시

3/4분기 조사결과에 의거 돌봄서비스 제공

4/4분기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 전수조사 결과 노인가구 사후관리

∙노인대상자의 돌봄수요에 맞게 가정보호 또는 시설보호서비스 지원

∙노인요양서비스 연계지원사업 및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제공

∙독거노인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노인복지관련기관  연계관계 구축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2개 0 0 1개소 2개소

독거노인 전수조사 연1회복지지원과 복지관

연계서비스 제공실적 6,000건복지지원과 복지관

소요예산 : 비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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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전수조사 실시 여부 연1회 조사여부 사업계획서 계획서 연도말

돌봄서비스 제공실적 100건
서비스
제공현황

결과보고서 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노인 돌봄 제공서비스가 편중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체크링시스템 마련 필요

❍ 대상자 실정에 맞게 재가 및 시설요양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복지지원과(고령대책) 전종기 (행정6급) 053)664-2527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전수조사담당자 053)476-7700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독거노인전수조사담당자 053)621-9522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남부지사 노인장기요양담당자 053)620-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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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4. 체육활동프로그램 보급 (Ⅴ-12-36/지역/신규)

추진배경 (현황 및 필요성)
❍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선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복지 혜택의 균등화, 삶의 질 향상 및 나눔의 기회 제공을 함과 동시에 양질의 프

로그램 방문지도․보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와 생활체육 인구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여건조성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배양

사업목적
❍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의 이해와 참여의식 배양하여 건강증진

❍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지원으로 체육복지 혜택의 균등화

사업대상

사업대상 건강관리 취약대상자

실인원수 150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생활체육참여를 통한 체력 증진
∙방문형 체육활동 보급
∙참여기관 및 인원

사업내용
❍ 운영기간 : 2015. 1월~12월 (연6회정도)

❍ 프로그램 : 생활체육 (요가, 필라테스, 국학기공, 탁구 둥)

❍ 운영방법 : 생활체육체도자를 통한 체육활동 지원 및 활성화

❍ 장    소 :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등

※ 생활체육프로그램 : 소외계층,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활동내역

수행활동
예산(백만원) 사업량(건/명) 수행주체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책임기관 협력기관

1개 0 80 연6회 1개소 1개소

생활체육 보급활동 80 연6회문화홍보과 생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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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4(A) 2015(B) 증감(B-A) 증감율(%)

사업량(단위:명) 150명 150명 100

사업비(단위:백만원) 80 80 100

-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 지방비 80 80 100

- 기타

구  분 세부진행계획 비  고

1/4분기 소외계층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4분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4분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4분기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결과보고

소요예산

분기별 추진계획

성과목표치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측정방법

2014년 2015년 지표산식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체육활동운영실적 6회
프로그램
운영횟수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도말

사업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투입

❍ 생활체육 전도사 양성으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건강관리 필요

사업 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 법 횟 수 시 기

내부자문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추진사항 검토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위원 연1회 하반기

외부자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단 연1회 연도별

평가회의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연2회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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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  유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담당부서 및 협력기관 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남구청 문화홍보과(여가체육담당) 김영식 (행정6급) 053)664-2181

호동원 장소협조 및 사업홍보 053)471-7589

대덕노인복지관 장소협조 및 사업홍보 053)621-9522

남구생활체육회 프로그램 진행 053)422-7330



제4장 2015년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계획

  제1절 전달체계 개선 계획

  제2절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제3절 재정확보 및 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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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달체계 개선 계획

복지업무 부서 확대 개편

복지부서 업무조정 및 확대 개편 (2개 ⇒ 3개)

∙주민생활과 : 복지연계협력, 복지기획, 희망복지지원, 드림스타트

∙복지지원과 : 고령사회,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생활보장과(신설) :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관리1, 통합조사관리2, 일자리창출

∙건축과 : 주거복지(2014.09.30.일자 주거복지담당 신설)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 코디네이터 상시 배치

∙배치인원 : 동별 1명 

∙내    용 : 고용, 복지, 건강분야를 한곳에서 one-stop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종합상담 제공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인력 보강

∙적정 복지인력 배치 : 동별 복지직 2명 이상 배치 예정

∙행정직 등 전환 배치 유도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개인 역량강화

∙신규복지직 복지업무 자체교육 실시 : 신규배치 후 3개월 이내

∙한국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복지업무 교육 지원

복지행정 핵심리더 교육 지원

동장 등 복지관리자 복지행정 교육 실시

∙복지행정 핵심리더인 동장의 창조적 리더쉽 형성,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지역복지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교육 참여 독려

동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로 상시 발굴체계 구축

공공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간사회안전망연합회 운영, 복지통장제 도입 등 동단위 인적안전망 구축

지역내 어려운 이웃 현장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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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주민복지공동체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주민 자발적 참여형 지역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지역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거버넌스화

※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주민생활과), 좋은이웃협의체(도시재생총괄과) 등

민간사회안전망 및 통․반장 등 동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남구민간사회안전망연합회 구성 및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

∙동단위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단위 책임성 부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반장 임무 부여

∙복지대상자 발굴 등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추가 (제7조6항)

-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할 수행

- 동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수행

- 통장과 주민간의 상호 소통하는 열린 소통장구로서의 역할 수행

동 복지위원 활동지원 강화 : 26명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해결을 위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보호체계 구축

민관협력 및 나눔 확산으로 지역복지 대안 에너지 활용

지역주민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재능기부 등 자발적 나눔문화 확산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 적극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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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정확보 및 투입 계획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 시행계획 예산규모

구분
연도별 예산 사업

유형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계) 72,626 19,614 20,909 17,650 14,453

국비 36,721 10,053 10,728 8,820 7,120

시비 16,214 4,364 4,662 3,969 3,219

구비/자체재원 19,691 5,197 5,519 4,861 4,114

핵심과제별 예산(계) 72,626 19,614 20,909 17,650 14,453

주민참여 활성화 18,101 6,017 7,288 3,998 798 ②

민관협력 활성화 86 20 20 23 23 ②

복지전달체계 개선 8 2 2 2 2 ⑥

고용복지 연계 강화 30 7 7 8 8 ⑥

취업성공파트너 지원 42 10 10 11 11 ②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45,9,68 11,492 11,492 11,492 11,492 ②

학교+가정+사회 교육지원연계 1,389 324 348 357 360 ②

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조성 5,298 1,319 1,319 1,330 1,330 ②

재능나눔을통한문화소통장마련 60 15 15 15 15 ②

맞춤형 여가문화 조성 812 200 200 206 206 ②

생명존중 문화 조성 20 5 5 5 5 ⑥

건강예방관리 812 203 203 203 203 ②

 ※ 사업유형은 ①국고, ②매칭, ③포괄, ④이양, ⑤시도 ⑥시군구로 구분

    ①국고 :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 ②매칭 :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사업, ③포괄 : 국고보조사업 중 포괄보조사업, ④이양 : 분권교부세 등의 방법으로 지방 이양된 사

업, ⑤광역 : 광역자치단체(시․도) 자체 사업, ⑥자체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자체 사업 



제5장 2015년도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계획

  제1절 지역복지계획 모니터단 운영 및 평가

  제2절 자체평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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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계획 모니터단 운영 및 평가

평가 목적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관심도 고취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단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력 제고

평가주체

지역복지계획 모니터단(15명) : 2015년 상반기 위촉예정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시기 : 2016년 2월경

평가방법 : 자체개발한 평가척도에 의거 서면평가

평가내용(안)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의 생활만족도 기여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시 지역주민의 참여도

   ※ 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체 개발한 평가척도에 의거 평가예정으로   

    향후 평가내용이 변동 가능성 있음

평가결과 활용계획

다음연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시 수정․보완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별 업무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

보건복지부 평가계획에 대비한 사전분석자료 확보

중장기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의 활용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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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및 활용

평가 목적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구민의 복지욕구 대응

자체 평가를 통한 효율적 복지사업 수행

평가주체

대구광역시남구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시기 : 2016년 2월경

평가방법

∙분야별 사업 목표 성취도 평가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달성여부 평가

평가내용(안)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내용의 명확성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정도

        ※ 보건복지부 고시한 평가척도에 의거 향후 변경가능성 있음

평가결과 활용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실천의 우선순위 결정

다음연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시 수정․보완

지역사회복지계획 사업별 업무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

보건복지부 평가계획에 대비한 사전분석자료 확보

중장기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의 활용 및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