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36,696 29,148 23,370 27,472 54,079 1,902 725 0 0

국   비 90,752 26,027 9,611 15,077 39,453 584 0 0 0

시 도비 36,520 2,166 12,737 10,151 9,908 942 615 0 0

시 군 구비 9,424 955 1,022 2,244 4,718 376 11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66,228 176,813 187,267 210,020 237,854

사회복지분야(B) 88,330 95,956 107,758 124,704 136,696

사회복지분야비율(B/A) 53.14 54.27 57.54 59.38 57.47

인구수 (C) 169,095 168,715 166,062 163,492 160,85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22 569 649 763 85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 및 상대적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연령층이 높아 사회복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37,854

47,559 19.99%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2,252 0.9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1,086 0.46%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402 0.1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33,439 14.0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050 3.80%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1,328 0.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66,228 176,813 187,267 210,020 237,854

지방보조금(민간) 2,726 2,541 44,299 46,235 47,559

비율 1.64% 1.44% 23.66% 22.01% 19.99%

☞ 전년도 대비 2015년 지방보조금 중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이 증가하여 규모로   

증가하여 13억정도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이 증가하여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2,261 2,252

신천자연정화  활동 및 맑은물 보전 운동 남구환경감시단 3,000 3,000

신천자연정화 활동 및  맑은물 보전 운동 녹색환경봉사단 1,000 1,000

앞산생태 보전 및 자연보호 활동 (사)자연보호남구협의회 4,000 4,000

모범위생업주 음식문화 비교견학 지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남구지부
1,350 1,350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덕2차입주자대표회의 외 10개소 104,941 104,941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4,000 4,000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 남부경찰서녹색어머니회 1,000 1,000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경로효행문화 확산 사업 한국쳥년지도자연합회대구남구지회 1,100 1,1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천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천동 새마을부녀회 1,200 1,193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천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1동새마을협의회 1,200 672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1동새마을부녀회 1,200 1,136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2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2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3동 새마을협의회 1,200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3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700 1,697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동 새마을지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2동 새마을협의회 1,200 702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2동 새마을부녀회 1,200 1,199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2동바르게살기운동추진위원회 1,700 1,698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대명3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대구남구 대명3동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대구남구 대명3동협의회 1,200 1,152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4동 새마을협의회 1,200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4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4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5동 새마을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대명5동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5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6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6동 새마을협의회 1,200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6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6동바르게살기운동추진위원회 1,700 1,686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대구남구  

대명9동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9동 새마을 부녀회 1,200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남구  

대명9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0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0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0동 바르게살기협의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1동 새마을협의회 1,200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1동 새마을부녀회 1,200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1동 바르게살기협의회 1,700 1,695

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새마을문고대구남구지부 9,520 9,520

민간통일활동사업 지원 민족통일대구남구협의홰 2,000 1,260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남구협의회 
통일기반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대구남구협의회 10,000 10,000

자율방범활동 강화 사업 남구자율방범연합회 5,000 4,992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성균관유도회 대구남구지부 5,000 5,000

주민공동체의식 함양  실천운동 남구행정동우회 2,000 2,000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구남구새마을회 14,970 14,970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구협의회 9,230 9,230

문화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새마을문고대구남구지부 9,520 9,520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봉덕2동주민자치위원회 1,000 1,0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대명4동주민자치위원회 2,000 2,0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대명11동주민자치위원회 2,000 2,000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안전교육 추진 (사)국민재난안전교육단 남구지회 2,000 2,000

지역예비군 지원·위문 및  봉사활동 남구 여성예비군 2,500 2,500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대구교육대학 12,000 12,000

동호인클럽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새활체육회 3,850 3,850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새활체육회 7,750 7,750

자유민주주의수호 확산사업  

활동보조
자유총연맹대구남구지회 7,000 7,000

제17회  남도민요발표회(영·호남 

교류) 지원
사)영남판소리보존회 5,000 5,000

손상퇴원환자조사 사업비 영대병원 3,120 3,120

손상퇴원환자조사 사업비 드림병원 588 588

국가결핵예방사업 지원 카톨릭병원 66,000 65,960

국가결핵예방사업 지원 영대병원 99,000 98,979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주)반짇고리 외 8개소 627,566 627,566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주)반짇고리 외 6개소 161,330 161,330

문화예술생각대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대구기독교 청년회 30,000 30,000

2000배 행복마을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운영
대구기독교 청년회 50,000 50,000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
대구기독교 청년회 102,939 102,939

대명행복문화마을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
대구기독교 청년회 50,000 50,000

풍수해보험료지원 동부화재 775 775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구남구새마을회 22,000 22,000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비 남구자원봉사센터 122,000 122,000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남구자원봉사센터 41,220 39,000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대구교육대학 12,000 12,0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시도무형문화재 제8호 6,300 6,3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시도무형문화재 제14호 6,300 6,300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2,500 2,500

장수체육대학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2,500 2,500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3,000 3,00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145,728 137,180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72,864 72,864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영진전문대학 107,200 107,200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 사단법인 한국양복협회남구지부 13,976 13,976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SK텔레콤, LG U+, KT 828 828

대구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500 2,500

대구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다무원목조주택학원 4,500 4,500

대구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대구YWCA 4,500 4,500

대구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4,500 4,500

대구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남구시니어클럽 4,500 4,500

대구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남구시니어클럽 4,300 4,300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비 대구남구새마을회 3,000 3,000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비 대구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00 2,500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대명2동우리마을교육나눔추진협

의회
10,000 10,000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대명9동우리마을교육나눔추진협의회 10,000 10,000

준법의식함양 (사)대구광역시인성교육범시민실천연합 40,000 34,475

전통예절교실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대구광역시본부 4,000 4,000

마을기업 육성사업 협동조합 민트고래 49,000 49,000

2015년 생활예술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운영 대명공연문화거리운영위원회 40,000 39,999

노년 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행복한교육연구소 11,000 11,000

아동조리사 양성과정 운영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17,000 17,000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천주교대구대교구 새빛학교 7,000 6,997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대덕노인종합복지관 4,000 4,000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영선초등학교 3,000 3,000



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402,485 402,485

안지랑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 지원 8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남구지부
18,600 18,600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수련대회 
지원(민간행사보조)

10월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구협의

회
4,000 4,000

새마을운동 지도자  수련대회 
지원(민간행사보조)

9월 대구남구새마을회 8,000 8,00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9월 남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 13,000 13,000

KBS 전국노래자랑 4월
대구광역시남구문화행사추진

위원회
20,000 20,000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9월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장 32,000 32,000

생활문화공동체 우수마을 
축제지원사업

4월 대구광역시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 25,000 25,000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보상비 10월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14,200 14,200

시 씨름왕 선발대회 10월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2,185 2,185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지원 9월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13,000 13,000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9월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2,500 2,500

제22회 대덕제 행사운영 4월
대구광역시남구문화행사 

추진위원회
90,000 90,000

제9회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운영 8월
대구광역시남구문화행사 

추진위원회
105,000 105,000

전통시장 재능기부 지원 8~11월 봉덕신시장 상인회 2,500 2,500

전통시장 재능기부 지원 9~10월 대명시장상인회 2,500 2,500

제3회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지원

4월
대명공연문화거리 

운영위원회
50,000 50,000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6.25전쟁기념행사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남구지회 5,000 5,000 　 매우우수

6.25참전유공자회 운영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남구지회 10,000 10,000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운영 지원 고엽제전우회 
대구남구지회 7,000 6,000 1,000 매우우수

광복회 운영 지원 광복회대구남구지회 3,000 3,000 　 우수

국가유공자 자활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대구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운영 지원 무공수훈자회남구지부 11,000 11,000 　 매우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상이군경대구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전몰군경유족회  
대구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전몰군경미망인회  
대구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무공수훈자회 
남구지부 1,500 1,500 　 매우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광복회대구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고엽제전우회 
대구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월남전참전자회 
대구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특수임무유공자회 
대구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복지박람회 개최 남구지역사회보장 
협의체 13,000 13,000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운영 지원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13,000 13,000 　 매우우수

안보사진전시 등 안보 

행사  지원
재향군인회 남구지회 4,000 4,000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운영  

지 원
월남전참전자회 
대구남구지회 3,000 3,000 　 매우우수

일사천리 살펴드림 운영  

위탁비
남구지역자활센터-
부르미홈서비스사업단 2,000 2,000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대구남구지회 8,500 8,500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운영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대구남구지회 12,400 10,000 2,400 매우우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추진
남구지역사회보장협

의체 10,000 10,000 　 매우우수

특 수 임 무 유 공 자 회      

운영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대

구남구지회 4,500 4,500 　 매우우수

푸드마켓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태선복
지재단 20,000 20,000 　 매우우수

호국보훈행사 질서확립  

사업 지원
해병대전우회대구남

구지회 4,000 4,000 　 매우우수

경로당 냉방기 전기요금  

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광역시남구지회 9,000 9,000 　 매우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광역시남구지회 25,883 25,883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경로체육대회 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광역시남구지회 20,000 20,000 　 매우우수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
영남이공대학  

지역사회봉사센터 15,970 4,500 11,470 매우우수

노인대학 교육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광역시남구지회 3,500 3,500 　 매우우수

노인지역봉사활동  대한

노인회남구지회
(사)대한노인회대구
광역시남구지회 10,000 10,000 　 매우우수

노인지회  사회교육사업

지원(서예,컴퓨터교실)

(사)대한노인회대구
광역시남구지회 1,500 1,500 　 매우우수

대한노인회 대구남구  

지회  운영
(사)대한노인회대구
광역시남구지회 37,000 13,000 24,000 매우우수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남구관내어린이집 34,170 34,170 　 매우우수

보육교사 하계연수 남구어린이집연합회
법인분과 7,200 7,200 　 매우우수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 남구관내어린이집 71,528 71,528 　 매우우수

숲속어린이집사업 추진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집연합회 

법인분과
4,500 4,500 　 매우우수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
대구아동복지센터 외  

4개소 1,500 1,500 　 매우우수

여성역량강화 사업지원 (사)대구광역시  
남구여성단체협의회 5,060 3,620 1,440 매우우수

이동방문목욕사업 추진 함께하는마음재단 20,000 20,000 　 매우우수

장애인 가정교육프로  

그램  지원사업
대구광역시남구지체
장애인협회남구지회 5,000 5,000 　 우수

장애인재활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

대구광역시  
신체장애인복지회 

남구지부
1,193 1,000 193 우수

장애인재활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지부  

남구지회
1,303 1,000 303 우수

장애인재활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대구광역시지부남구지회
3,127 2,000 1,127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장애인재활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7,800 7,000 800 우수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남구청소년지도협의
회 3,000 3,000 　 매우우수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
남구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4,500 4,500 　 매우우수

신천자연정화 활동 및  

맑은물 보전 운동
남구환경감시단 5,500 3,000 2,500 매우우수

신천자연정화 활동 및  

맑은물 보전 운동
녹색환경봉사단 2,100 1,000 1,100 매우우수

앞산생태 보전 및  자연

보호 활동
(사)자연보호남구협

의회 5,600 4,000 1,600 매우우수

안지랑곱창 젊음의    

거리 축제 지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남구지부
84,160 18,600 65,560 우수

모범위생업주 음식문화  

비교견학 지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남구지부
3,515 1,350 2,165 보통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
대구기독교청년회 72,000 72,000 　 매우우수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덕2차입주자대표회
의 외  10개소 402,845 104,941 297,904 매우우수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16,688 4,000 12,688 매우우수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2,684 1,000 1,684 매우우수

경로효행문화 확산 사업 한국쳥년지도자연합
회 대구남구지회 9,300 1,100 8,200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이천동새마을협의회 1,260 1,200 6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이천동새마을부녀회 1,260 1,200 6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이천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785 1,700 85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봉덕1동
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봉덕1동
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봉덕1동바르게살기운
동위원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봉덕2동 
새마을협의회 1,270 1,200 70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봉덕2동 
새마을부녀회 1,260 1,200 60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봉덕2동바르게살기위
원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봉덕3동 
새마을협의회 1,320 1,200 12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봉덕3동 
새마을부녀회 1,320 1,200 12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봉덕3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

회
1,840 1,700 14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1동 
새마을지도협의회 1,290 1,200 9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1동 
새마을부녀회 1,290 1,200 90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800 1,700 10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2동
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보통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2동
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2동바르게살기운
동추진위원회 1,800 1,700 10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대명3동위원회 1,870 1,700 17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대구 
남구  대명3동부녀회 1,270 1,200 7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대구 
남구  대명3동협의회 1,270 1,200 70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4동 
새마을협의회 1,320 1,200 12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4동 
새마을부녀회 1,319 1,200 119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4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860 1,700 16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5동 
새마을 부녀회 1,260 1,200 60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새마을 지도자 
대명5동  협의회 1,260 1,200 60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5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1,785 1,700 85 매우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6동
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6동
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6동바르게살기운
동추진위원회 1,847 1,700 147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
대명9동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9동 
새마을 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대명9동위원회 1,800 1,700 10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10동 
새마을 협의회 1,280 1,200 8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10동 
새마을 부녀회 1,265 1,200 65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10동 
바르게살기 협의회 1,792 1,700 92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11동 
새마을협의회 1,260 1,200 6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11동 
새마을부녀회 1,260 1,200 60 우수

국 민 운 동 활 성 화       
지원사업

대명11동 
바르게살기협의회 1,785 1,700 85 우수

남 구 자 원 봉 사 센 터     

운영비
남구자원봉사센터 80,000 80,000 76,887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새마을문고       
대구남구지부 13,588 9,520 4,068 우수

민간통일활동사업 지원 민족통일         
대구남구 협의회 2,200 2,000 200 우수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
남구협의회 통일기반  
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     
대구남구협의회 12,560 10,000 2,560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수련대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남구협의회 4,390 4,000 390 매우우수

새마을운동 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대구남구새마을회 12,162 8,000 4,162 우수

새마을운동조직 법정  

운영비  보조
대구남구새마을회 49,498 16,530 32,968 우수

바르게운동조직 법정  

운영비  보조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남구협의회 19,000 6,270 12,730 매우우수

자율방범활동 강화 사업 남구자율방범연합회 5,350 5,000 350 우수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성균관유도회 
대구남구지부 5,500 5,000 500 매우우수

주민공동체의식 함양  

실천운동
남구행정동우회 2,127 2,000 127 보통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
대구남구새마을회 19,279 14,970 4,309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남구협의회 10,090 9,230 860 매우우수

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민간경상사업)

새마을문고
대구남구지부 13,588 9,520 4,068 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봉덕2동주민자치위원회 1,100 1,000 100 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대명4동주민자치위원

회 2,273 2,000 273 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대명11동주민자치위

원회 4,000 2,000 2,000 매우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남구주민자치위원연

합회 13,000 13,000 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

안전교육 추진

(사)국민재난안전교

육단  남구지회
3,000 2,000 1,000 우수

지역예비군 지원·위문 

및  봉사활동
남구 여성예비군 3,500 2,500 1,000 매우우수

KBS 전국노래자랑 대구광역시남구문화
행사추진위원회 20,000 20,000 　 매우우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생활

체육회장 32,000 32,000 　 매우우수

남구문화대학 위탁     

운영비
대구교육대학 12,000 12,000 　 우수

남구생활체육회 사무  

국장  인건비
대구광역시남구새활

체육회 12,000 12,000 　 매우우수

남구생활체육회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새활
체육회 8,400 8,400 17,547　매우우수

동호인클럽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새활
체육회 3,850 3,850 1,613　매우우수

생활문화공동체 우수마을    
축제지원사업(앞산빨래터 축제)

대구광역시남구문화
행사추진위원회 25,000 25,000 　 매우우수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보상비
대구광역시남구새활

체육회 14,200 14,200 　 매우우수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새활
체육회 7,750 7,750 10,732　매우우수

시 씨름왕 선발대회 대구광역시남구새활
체육회 2,185 2,185 　 매우우수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

산대회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새활

체육회 13,000 13,000 　 매우우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새활

체육회 2,500 2,500 　 매우우수

자유민주주의수호 확산

사업  활동보조
자유총연맹대구남구

지회 7,000 7,000 10,700　매우우수

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운영비

자유총연맹대구남구
지회 16,500 16,500 21,829　매우우수

제17회  남도민요발표회
(영·호남 교류) 지원

사)영남판소리보존회 5,000 5,000 19,223　우   수

제22회 대덕제 행사운영 대구광역시남구문화
행사추진위원회 90,000 90,000 　 매우우수

제9회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운영

대구광역시남구문화
행사추진위원회 105,000 105,00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전통시장 재능기부 지원 봉덕신시장 상인회 3,000 2,500 500 보통

전통시장 재능기부 지원 대명시장상인회 2,500 2,500 　 우수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기능
보강
사업

남구종
합사회
복지관

보일러
실 

전기메
인자동
제어반 
(MCC)

- 2015 1 11

중앙
대로
38길 
-17

교체

〃 〃
변압기
교체

- 2015 1 16

중앙
대로
38길 
-17

교체

마을
기업
육성
사업

협동
조합 
민트
고래

tripod ronin 2015 6 1 6

남구 
중앙
대로 
151

신규
취득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이 없습니다.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66,228 176,813 187,267 210,020 237,854

행사 축제경비 716 396 218 231 308

비율 0.43% 0.22% 0.12% 0.11% 0.13%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37,854 308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불필요한 행사․축제성경비를 줄여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총액 및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