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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6-4. 20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26,835 　
1월 10건 소계 6,030

1월 녹색환경조성 시책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외 17건 2,793
1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논의 간담회 외 1건 360
1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율제고 간담회 87
1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 홍보간담회 외 9건 623

1월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관련 간담회 외 7건 1,286

1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105
1월 청소종사자와 간담회(청소행정) 149
1월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추진 간담회 등 1건 477
1월 금연클리닉 교실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58
1월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관련간담회 92

2월 24건 소계 7,416
2월 특별사법관리자 간담회 개최 등 2건 196
2월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 논의 간담회 외 10건 1,815
2월 달맞이행사 참여홍보 새마을단체 간담회 53
2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 모색 관련 간담회 108
2월 금연구역 지정관련 홍보 간담회 등 6건 950
2월 앞산매자골'소나무를 위한 나무콘서트'기획관련 관계자

간담회 1건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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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대명2동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간담회 외 1건 218

2월 설맞이 대청소 업무추진 간담회 등 3건 357

2월 2013년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직능단체간담회

급식비지출
200

2월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정비사업 추진 간담회 49

2월 가공선 정비구역 관계자 간담회 290
2월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추진 관련 담당

평가사 간담회
195

2월 녹색환경 사업추진 간담회 등 9건 1,039
2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간담회 등 2건 137
2월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간담회 외 1건 210
2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외 3건 325
2월 정신보건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78
2월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협조를 위한 구의원

간담회 개최
258

2월 어린이 독감접종관련 취재기자 간담회 지출 21
2월 2013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 간담회 개최 250
2월 보건 업무자 인력수급을 위한 인사담당 직원

간담회 개최
176

2월 보건소 건강업무 협조를 위한 구청 간부공무원

간담회 개최
49

2월 보건 업무 협조를 위한 의회 직원 간담회 개최 119

2월 남구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합창단장 및

지도강사 간담회
74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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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건 소계 7,640
3월 주요 현안업무 및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등

3건 241
3월 새마을사업 논의간담회 외 11건 1,031

3월 대덕제 행사 홍보간담회 외 1건 155

3월 구세 기본조례 개정협의 간담회 55

2월 2013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서 대상지 현장답사관련
관계자 간담회 등3건 329

3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관련 홍보간담회 등 6건 809

3월 동계훈련 무사귀청 사격팀 격려간담회 1건 151

3월 대덕제 및 신천돗자자리 음악회문화행사추진위원회2차 간담회 등 3건 622

3월 교통질서 관련 간담회 외 8건 1,270
3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428

3월 부정불량 식품근절 업무관련 간담회 급식비 지출 200

3월 행복플러스 및 구정주요시책 사업추진 간담회 등 8건 1,035

3월 드림스타트센터 평가 관련 간담회 1건 142

3월 남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회의 1건 65

3월 미군부대 대책 관련 간담회 109

3월 의정활동 자료수입에 따른 간담회 외 4건 423

3월 2013년 치매 지원사업 간담회 개최 16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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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구강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85
3월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개최 155
3월 남구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합창단장 및

지도강사 간담회
97

3월 남구미술협회 창립전시회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78

4월 23건 소계 11,452

4월 시정견문정보보고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 등 3건 277

4월 행복한남구만들기 시책사업홍보 간담회외 17건 2,560

4월 대덕제 KBS전국노래자랑행사 업무협의 간담회외 7건 1,134

4월 1단계 공공근로사업 종료 참여자들의 노고 격려위한

간담회
125

4월 앞산자락길 홈페이지개설 홍보간담회 등 7건 949

4월 제10회 동해무릉기 대회 참가 사격팀 격려간담회 1건 65

4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외 9건 1,577

4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90

4월 그린스타트 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148

4월 앞산맛둘레길축제 관련단체 간담회 급식비 지출 220

4월 주택정비사업 시책홍보 간담회 90
4월 도로시설물 안전모니터요원 간담회 300

4월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검증 및

감정평가사 간담회
198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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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후원관련 사업추진 간담회 등 12건 1,623

4월 장애인단체 집회신고 업무관계 간담회 1건 88

4월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 간담회 등 4건 505
4월 국외연수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439

4월 임시회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471
4월 진료의사 대체인력 활용에 따른 간담회 개최 98
4월 학교구강보건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100
4월 사회취약 계층 의료지원관련 간담회 개최 218

4월 부모님전상서 등 대덕문화전당 기획행사 홍보협의를
위한 언론기관 관계자와간담회 62

4월 부모님전상서 및 대덕제 축하전야제가요소 등

홍보간담회
115

     5월 25건 소계 10,190
5월 특정감사를 위한 오찬 제공 등 5건 739

5월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천과제 논의 간담회외

22건 2,776

5월 대덕제 경축식 행사추진 간담회외 4건 389

5월 민원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55

5월 남구청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관련 홍보 간담회 등11건 920

5월 대덕제 및 KBS노래자랑 자원봉사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등 2건 158

5월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훈련평가 간담회 외 6건 98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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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72
5월 녹색생활 실천운동 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

(청소행정) 58

5월 앞산맛둘레길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행사추진 간담

회외1건 328
5월 건축환경개선사업 추진 간담회 등 1건 151
5월 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간담회 144
5월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사업 관련 담당자

업무 협의 간담회 등 2건 540

5월 청소차고지 이전 사업추진 간담회 등 8건 1,212

5월 의정활동 자료수입에 따른 간담회 외 3건 376

5월 임시회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외 1건 161
5월 다문화 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129

5월 2013년 방역소독 관련 간담회 개최 23
5월 방역소독 관련 간담회 개최 63
5월 구강보건사업 업무자 인력수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 295
5월 방역소독 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160
5월 구강보건센터 지원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86

5월 2013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에 참여한 청도달집보

존회 회원과 간담회
182

5월 2013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행사 활성화 방안을 위

한 관계자들과 간담회
36

5월 우리동네 싱싱음악대 단원 선발 면접심사위원과

운영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6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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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건 소계 5,983
6월 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의 간담회 등 4건 523
6월 앞산활용 복지연계사업 논의 간담회 12건 1,408
6월 지방세정 연찬관련 간담회 171
6월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제고간담회등 4건 508
6월 불법쓰레기 투기집중단속 홍보간담회 등 6건 384
6월 2013 남구문화대학 운영 및 수료식 관련 간담회 등2건 287
6월 신천돗자리음악회 주관 대행사 선정 위한 회의개최

다과제공 등 2건 113

6월 도시재생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외 3건 695

6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3건 156
6월 RFID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76
6월 전국소년체전 식중독 예방업무 관련 간담회 급식비

지출 180
6월 희망복지지원 사업추진 간담회 등 8건 639
6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외 1건 171
6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301
6월 도담도담 꽃초롱 건강키우기 관련 간담회 개최 92
6월 2013년 방역소독 홍보 관련 간담회 개최 55
6월 2013년 다문화 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87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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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골든 100세, 건강 만세 운영 협조 간담회 개최 80

6월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공연 등 대덕문화전당

기획공연홍보를 위한 언론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58

7월 22건 소계 8,887
7월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 등 5건 845
7월 구정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외 13건 2,790
7월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 추진 간담회외 3건 214
7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협의 간담회등2건 173
7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종료 참여자들의 노고

격려위한 간담회 외1건 233
7월 도시재생 우수사례 대상수상 관련 홍보간담회 등8건 1,234
7월 사격선수단 하절기 훈련 격려 관련 간담회등 2건 144

7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

협의간담회 외 4건 843

7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간담회 57
7월 환경차량 주차지이전 관련 간담회 등 2건 136
7월 재활용 업무추진 간담회 등 4건 206
7월 도시재생사업 시책홍보 간담회 등 1건 144
7월 청소행정관련 사업추진 간담회 등 8건 539
7월 장애인 업무 협의 간담회 등 4건 370
7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외 2건 313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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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따른 간담회 160
7월 하절기 전염병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 66
7월 영양플러스 조리 시연회 추진 간담회 개최 52
7월 대덕문화전당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운영자문위원들과 간담회 222

7월 대덕문화전당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관계 전문가와
간담회 26

7월 대덕문화전당 이용 활성화를위한간담회 30
7월 대덕문화전당 환경개선 공사와관련

시공업체 관계자와 간담회 90

8월 24건 소계 8,962

8월 특별교부금 지원 협의관련 간담회 등 2건 458
8월 도시재생사업 추진 논의 간담회외 14건 1,967
8월 신천돗자리가요제 행사추진 간담회 329

8월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협의 간담회 등2건 163

8월 민원조정위원회 추진관련 다과회 55

8월 종량제봉투 외국어표기 관련 홍보간담회 등 6건 673

8월 22회 경찰청장기 참가 사격선수단 격려 간담회 1건 126

8월 신천돗자리음악회 개최관련자 업무협의 관계자

간담회 1건 480

8월 청소년창작센터 관계자 간담회 외 3건 539

8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153

(단위 : 천원)



- 10 -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8월 재활용 업무추진 간담회 등 3건 212
8월 돗자리축제추진 간담회 160
8월 하절기 식중독 예방업무 관련 간담회 급식비 지출 300

8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간담회 등 1건 196

8월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후 간담회
236

8월 생활폐기물 불법배출지도 사업추진 간담회 등 9건 1,039

8월 하절기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간담회 등 4건 237

8월 노인복지시설 민원관련간담회등2건 131

8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외 5건 640

8월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따른 간담회 외 2건 338

8월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200

8월 2013년 하절기 방역소독 관련 간담회 개최 56

8월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에 따른 간담회 개최 185

8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남구문화원 관계자와

간담회 등 1건 91
9월 14건 소계 6,267

9월 한미친선협의회 개최 등 3건 576
9월 국비지원사업 논의 간담회외 7건 1,071

9월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제고 간담회 등 3건 252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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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월 미소친절 대구프로젝트 업무협조 간담회 184

9월 추석맞이 청소종합대책 등 구정홍보 간담회 등 7건 721

9월 도시숲 조성관련 관계자 간담회 외 5건 835

9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334

9월 환경청소 업무추진 간담회 58
9월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등 3건 488
9월 청소행정관련 사업추진 간담회 등 8건 911
9월 시의회 관계자와 간담회 외 4건 388
9월 지역사회 건강조사업무 시책추진비 지출 81
9월 하절기 방역소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260
9월 2014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와 관련 청도 달집 보존회

관계자와 간담회
108

10월 23건 소계 9,652

10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관련 간담회 등 1건 209

10월 지역 우수시책사업 홍보 간담회외 13건 2,860

10월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행사참여 활성화 논의

간담회
69

10월 고액체납자의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 간담회 126

10월 무인민원발급기 점검 및 2014년 운영환경 전환작업추진

업무협의 외1건 282

10월 대명6동 가스사고 관련 대책 홍보간담회 등 10건 1,224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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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0월 체육시설확충 관련 관계자 격려 간담회 1건 198

10월 도시산림 등 도시재생 관계자 간담회 외 9건 1,968

10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96

10월 자연보호행사추진 간담회 17

10월 도시재생사업 업무협의 간담회 296

10월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후 간담회
238

10월 긴급지원 사업추진 간담회 등 8건 755

10월 복지시설 업무 간담회 1건 34

10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발굴

희망복지지원단 간담회 등 2건 160

10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간담회 외 3건 203

10월 지역언론관계자와 간담회 2건 192

10월 지역사회건강조사업무 시책추진비지출 94

10월 보건소 건강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개최 208

10월 일본뇌염 모기증식에 따른 방역소독 추진 간담회 개최 141

10월 2013년 남구 정신건강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135
10월 지역사회 건강조사업무 시책추진비지출 63
10월 독감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개최 85

11월 30건 소계 19,775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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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1월 미군부대이전관련 국방부관계자 간담회 등 3건 1,147
11월 지역 안전대책 논의 간담회외 9건 1,244
11월 방문객기념품 손톱깍기 구입 600

11월 체납액 일소 방송홍보 위한 언론사와의 간담회 등 4건 234

11월 방범 CCTV구축사업 업무협의를 위한 남부경찰서 관계자

간담회
119

11월 향토문화탐방 행사 관련 관계자 간담회 1건 72

11월 대명동 가스폭발사고 피해자돕기 바자회 관련 홍보간담회 등

8건 845

11월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격려 간담회 1건 242

11월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

등2건 356

11월 켐프워커헬기장 부지공원조성 시 관계자 간담회 외 10건 1,692

11월 봉덕맛길간판개선현장평가관련 간담회 외 25건 5,135

11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148
11월 청소행정현장평가 업무추진 간담회 등 3건 282

11월 어린이 안전관리 업누관련 간담회 급식비 지출 250

11월 노로바이러스식중독 예방 및 당면현안사안 간담회 급식비

지출
150

11월  도시재생사업 시책홍보 간담회 등 1건 90

11월 일자리창출 사업추진 간담회 등 19건 4,403

11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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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1월 지역언론관계자와 간담회 2건 349
11월 지역언론관계자와 간담회 2건 349
11월 독감예방접종 장소 협조에 따른 간담회 개최 120
11월 지역사회건강조사업무 시책추진비지출 176

11월 방역소독업무 관계자 간담회 개최 270

11월 보건 업무 협조를 위한 의약단체 간담회 개최 280

11월 정신건강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284

11월 2013년 방역소독 관련 간담회 개최 23

11월 구민건강증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48

11월 구강보건향상 업무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204

11월 농악단 격려 및 2013년 정기 연주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 226

11월 기획공연 오비이락 및 남구 예술단 정기연주회 홍보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50

12월 14건 소계 19,282

12월 (H-805) 헬기장 공청회 간담회 등 6건 1,285

12월 2014년도 구정주요사업 지원논의 간담회외 24건 4,042

12월 방문객기념품 수저세트 구입 2,470 단일건

12월 방문객기념품 우산 구입 959

12월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협의 간담회 등4건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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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미소친절프로젝트 홍보 및 민원창구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겸 간담회 외5건 702

12월 청소행정 7년연속 최우수상 수상 관련 홍보간담회 등 4건 268
12월 구민운동장 보수관련 관계자 간담회 등 3건 301
12월 2014년 정월대보름행사 등 문화행사관련 간담회 등 6건 664
12월 대명동 가스폭발사건 관련 간담회 급식비 지출 147
1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361
12월 재활용 업무추진 간담회 100

12월 겨울철 식중독 예방 간담회 급식비 지출 170

12월 건축 환경개선사업 추진 간담회 등 2건 444

12월 2014년도 도로사업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300

12월 전입신고시 주소일괄변경문자안내 서비스 시행 등 현안 업무

추진 간담회
375

12월 이웃돕기 성금모금 사업추진 간담회 등 24건 4,410

12월 복지업무추진 언론 관계자 업무 협의 간담회 1건 33

12월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따른 간담회 56

12월 폐렴구균 예방접종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468

12월 방역소독 추진 관련 간담회 개최 87

12월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관련 간담회 개최 97

12월 다문화 가족 장애인 치아돌보미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72



- 16 -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2월 학교구강보건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148
12월 건강사업 협조를 위한 의약단체 간담회 개최 260
12월 방역취약지 소독 관련 간담회 개최 35
12월 방문 간호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간담회 개최 50
12월 도자기 체험교실 학생작품 전시회 운영을 위한 커피 및

다과류 구입
174

12월 한지공예반 강사와 회원들의 노고 격려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05

12월 2013년 남구예술단 정기연주회 및 구군 합창제준비에 따른

남구합창단격려 및 간담회
200

12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종강에 따른 강사들과 운영현황 및

성과 관련 간담회
70

12월 싱싱음악대 단원들의 노고 격려 및 정기 발표회를 준비를

위한 간담회
200

13월 32건 소계 5,298
13월 미군부대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520
13월 주택정비사업 시책홍보 간담회 49
13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추진 간담회 등 12건 3,152
13월 다문화지원센터 업무 협의 간담회 등 2건 98
13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외 6건 628
13월 2014년 효율적인 방역소독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125
13월 2014년 보건사업 추진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285
13월 방역소독 업무 추진 간담회 개최 51
13월 보건 의료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개최 100

13월 대덕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개최에 제공할 커피 및

다과류 구입
72

13월 대덕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위원과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한 간담회
219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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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최종정산액

총계 2,972 2,905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사업 비콘 543 537
국가결핵 예방사업 대구카톨릭병원 64 61
국가결핵 예방사업 영남대학교병원 95 95
손상퇴원환자 조사사업 드림병원 0 0
손상퇴원환자 조사사업 영남대학교병원 3 3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대구기독교청년회 221 185

자원봉사센터 운영 대구남구 자원봉사센터 73 71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대구남구 자원봉사센터 122 12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대구남구 자원봉사센터 38 33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구남구새마을회 3 3
앞산 시화등산로(시화배너)조성사업 새마을문고대구남구지부 20 20
주민자치 마을가꾸기사업 이천동 주민자치위원회 3 3

친절한 남구 음식점 만들기 사업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남구지부 7 7

모범위생업주 음식문화 비교견학지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남구지부 1 1

2013년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사)한국양봉협회

대구시남구지회
11 11

2013년 축산농가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출 안희용 외 7명 0 0
남구문화원활성화지원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 66 65
제15회 영호남교류 음악회 보조금 (사)영남판소리보존회 5 5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사)영남판소리보존회

단청장전연호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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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최종정산액

2013년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12 12

2013년도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보조금 대명4동꿈틀도서관 4 4
2013년도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보조금

대구다문화어린이도서
관모두 2 2

2013년도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위탁
운영비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7 7
2013년도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위탁
운영비 대덕노인종합복지관 6 6
2013년도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위탁
운영비 대구남구시니어클럽 7 7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위탁운영보조금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37 37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위탁운영보조금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13 13

2013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영남이공대학교 15 15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남구생활체육회 21 21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남구생활체육회 219 216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납부 동부화재 1 1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보성상아맨션 9 9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앞산보성아파트 5 5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개나리아파트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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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
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
금액

최 종
정산액

총 계 296 289

제13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9월 남구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10 10

안지랑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 9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남구
지부

20 20

전통시장활성화 보조금 9월 봉덕신시장 상인회 1 1

전통시장활성화 보조금 9월 영선신시장 상인회 1 1

전통시장활성화 보조금 10월 대명시장 상인회 1 1

전통시장활성화 보조금 10월 성당시장 상인회 1 1

제21회 대덕제 5월 2013 문화행사추진
위원회

90 84

kBS전국노래자랑 5월 2014 문화행사추진
위원회

20 20

제7회신천돗자리음악회 8월 2013 문화행사추진
위원회

90 90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3월 ~ 
11월 남구생활체육회 29 29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10월 남구생활체육회 13 13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4월 남구생활체육회 2 2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보상비 10월 남구생활체육회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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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3년도 출자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 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 조례명 등)

출자금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출연금

소계 10

일반회계 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

조

일반회계 8 한국지역진흥재단(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기 금

‣ 회계별 출자 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 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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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사

업
담당자 권진영 (☎664-2802)

구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

계 　12,000 　 　 2,070 9,930

국비 　6,000 　 　 1,035 4,965

시비 　3,000 　 　 517.5 2,482.5

구비 　3,000 　 　 517.5 2,482.5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천동 일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미군부대 주변의 경관 개선

○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8년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일대(건들바위네거리～대봉교일원)

※ 고미술거리, 캠프헨리 일원 포함

○ 사업규모 : 거주환경 개선, 주민편의시설 조성, 캠프헨리일원 경관개선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 사업비 : 12,000백만원

(단위: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기본계획 용역 발주 : 2014. 6월
□ 향후계획

○ 부지매입추진,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

□ 사업변경 내역

(당초) (변경)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 12,000백만원

※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선정시 사업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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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관문상가시장 제2공영주

차장 조성공사
담당자 이선기 (☎664-2194)

구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후

계 　3,600 　 　 　3,600 　　　
국비 　2,160 　 　 　2,160 　　　
시비 　720 　 　 　720 　　
구비 　720 　 　 　72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

○ 시장 이용고객 편의 제공으로 시장 활성화 기여

○ 주차시설 확충으로 고객의 시장 접근성 유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151-3번지선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1,556.5㎡, 주차면수 60면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 사업비 : 3,600백만원

(단위: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당초 사업부지 보상금 과다 요구로 사업부지 변경

○ 2014.7.7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 승인 요청중(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

□ 향후계획
○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상계획 수립, 토지감정 의뢰, 보상실시, 철거 및 공사시행

□ 사업변경 내역
(당초)

○ 사업규모 : 대명동 1149-6번지외 7필지 면적 1,915㎡, 주차면수 70면
○ 총사업비 : 변경없음

(변경)

○ 사업규모 : 대명동 1151-3번지외 8필지,

○ 총사업비 : 면적 1,556.5㎡, 주차면수 6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