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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시범)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         조
사   업   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184 2,883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납부 남구 주민 5 1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대구기독교청년회 192     167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 사업 비콘 548     546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 사업 사회복귀시설행복한집    15      15 

국가결핵 예방사업 대구카톨릭병원 66      65 

국가결핵 예방사업 영남대학교병원 99      99 

손상퇴원환자 조사사업 드림병원        1       1 

손상퇴원환자 조사사업 영남대학교병원        3       3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천주공1단지 13      13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천주공2단지 11      11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강변타운 11      11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미리내맨션 10     10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앞산보성 5       5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금오아파트 2      2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효성타운 24     17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보성청록 28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개나리아파트 5

2014년 남구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교부 남구자원봉사센터 39     37 

2014년 남구자원봉사센터 시책사업 보조금 교부 남구자원봉사센터 122 121 

2014년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교부 남구자원봉사센터      75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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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         조
사   업   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앞산 시화배너기 사업 대구남구새마을회     20   20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새마을문고대구남구지회     4      4 

2014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주민자치사업
대명3동, 대명4동 
주민자치위원회

     5    5 

사업개발비지원사업 꿈꾸는씨어터 56    56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남구시니어행복한노인일

터사업단
10    10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43    43 

사업개발비지원사업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 16   16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반짇고리 36    35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카리타스무지개사업단 14    14 

사업개발비지원사업 극단한울림 25   25 

사업개발비지원사업 공연제작엑터스토리 10     10 

일자리창출사업 ㈜반짇고리 85      85 

일자리창출사업 극단한울림 141   141 

일자리창출사업 공연제작엑터스토리 61     61 

일자리창출사업 ㈜비유디 53     53 

일자리창출사업 카리타스무지개사업단 229    229 

일자리창출사업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 43     43 

일자리창출사업 DGB아동복지사업단 7     7 

일자리창출사업 ㈜하늘빛 15      15 

일자리창출사업
㈜분도축복을전하는사람

들
15    15 

전문인력지원사업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18    18 

전문인력지원사업 극단한울림 21     21 

전문인력지원사업 ㈜반짇고리 5      5 

전문인력지원사업
남구시니어행복한노인일

터사업단
4     4 

공공근로사업 신진유니폼 2      2 

공공근로사업 비젼디지텍㈜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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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명
보         조
사   업   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마을기업육성사업 온나리자인 25      2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재)디지털산업진흥원 348  136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재)대구테크노파크 122     108 

모범위생업주 음식문화  비교견학 지원 (사)한국음식업중앙회대
구광역시지회남구지부      2     2 

2014년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사)한국양봉협회 
대구시남구지회 14     14 

2014년 축산농가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출 김상수 외 16명 1     1 

남구문화원사업활동지원 남구문화원 74     74 

문화재보호및 공개행사지원 사)영남판소리보존회
단청장조정우 18      18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사업 영진전문대학 106    106 

공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대구남구
새마을회 3      3 

공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남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3     3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남구시니어클럽      9      9 

남구문화대학 운영 대구교육대학   12     12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남구생활체육회 20  20 

생활체육지도자 남구생활체육회 218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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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   사   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24 223

제14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9월 남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 13     13 

2014년도 남구음식축제  10월
(사)한국외식업중앙회대구

광역시지회남구지부
20     19 

전통시장활성화 보조금 8월 봉덕신시장 상인회 1      1 

전통 시장 활성화 9월 대명시장 상인회 1      1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 지원 8월 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 100    100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페스티벌 

9월
대명공연문화거리운영위

원회
25     25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6월~11월 남구생활체육회 31     31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10월 남구생활체육회 13     13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9월 남구생활체육회      3      3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보상비 10월 남구생활체육회    15     15 

시씨름왕 선발대회 10월 남구생활체육회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