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536    

5,014       

1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4건 288         의회사무과

1월 2011년 주요업무추진홍보간담회 등 6건 840         문화홍보과

1월 남구생활체육회 행사운영 추진 간담회 1건 123         문화홍보과

1월 2000원 행복플러스 사업추진 간담회 등 11건 1,152  행정지원과

1월 전통시장장보기 행사추진 간담회 1건 92  행정지원과

1월 노점상 정비 관련 4대 전통시장 관계인 간담회 171         건설방재과

1월 앞산맛둘레길조성사업 관련 관계자 간담회 등 7건 1,461      도시경관과

1월 장애인 업무 관계자와 간담회 1건 42          복지지원과

1월 암호화장비 교체에 따른 업무협의차 간담회 60         민원정보과

1월 정신보건센터위탁운영관계자 간담회 등 3건 356        보건소

1월 설명절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137         주민생활과

1월
2011회계년도 월별징수율제고위한
업무협의간담회 등 1건

177        세무과

1월
대구시 도로명판 설치 적정여부 점검에 따른
업무협의 간담

115         지적과

3,899      

2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4건 417         의회사무과

2월 예산조기집행 관련홍보간담회 등 5건 680         문화홍보과

2월 대덕제행사 행사추진 간담회 1건 104         문화홍보과

2월 주택정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 140         건축과

2월 새마을보조사업추진 간담회 등 12건 1,055  행정지원과

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부서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구분 집행내역 금액

(단위: 천원)

01월      40건 소계

총      계

비고

02월      41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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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2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관련 간담회 등 3건 274        도시경관과

2월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안 협의 간담회 100        민원정보과

2월 흡연예방교육 관련 간담회 등 4건 334        보건소

2월 합창단 지휘자 선임 심사위원과 간담회 등 3건 174        대덕문화전당

2월 국가보훈업무 관련 간담회 등 5건 373         주민생활과

2월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간담회 150         주민생활과

2월 2011개별주택검증과관련한 업무협의간담회 등 1건 98         세무과

10,889     

3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7건 710         의회사무과

3월 문화공연객석 행복나눔 홍보간담회 등 6건 786         문화홍보과

3월 동계전지 훈련 사격선수격려 간담회 1건 105         문화홍보과

3월 순수민간주도형 주민자치 사업추진 간담회 등 15건 2,561       행정지원과

3월 대덕제 행사추진 간담회 1건 94  행정지원과

3월 도로건설공사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128         건설방재과

3월 산불진화예방업무 관련 간담회 등 10건 2,201      도시경관과

3월 미군부대 대토론회 관련 간담회 등 4건 1,223       기획조정실

3월 보육업무 담당자들과 오찬 등 3건 176         복지지원과

3월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 등 2건 129         복지지원과

3월 『세계물의 날』행사 성공개최 관련 간담회 87         녹색환경과

3월 디도스 침투 관련 업무협의차 간담회 등 3건 149        민원정보과

3월 저소득층의료지원 간담회 등 6건 894        보건소

3월 신규 선임된 합창단원과 간담회 1건 90         대덕문화전당

03월      76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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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3월 봄나들이 콘서트 출연자 다과제공 1건 250        대덕문화전당

3월 교복나누기 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12건 1,045       주민생활과

3월 음식축제(미미&락) 개최준비를 위한 간담회 47          주민생활과

3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214        시장경제과

8,378      

4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6건 355         의회사무과

4월 씨름왕 앞산글짓기대회홍보 간담회 등  7건 848         문화홍보과

4월 대덕제 행사  추진 간담회 1건 66          문화홍보과

4월 건축 행정 시책홍보를 위한 간담회 200         건축과

4월 주민자치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간담회 등 11건 1,954  행정지원과

4월 대덕제 행사추진 간담회 등 3건 283  행정지원과

4월 재난대비 업무관련 간담회 등 6건 836        도시경관과

4월 조기집행 활성화 관련 간담회 등 2건 460         기획조정실

4월
대덕제(어린이 스타열전) 참여 관련
보육시설 대표자와 간담회 등 3건

195         복지지원과

4월 청소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305        녹색환경과

4월 민원실내 무선와이파이 설치 관련 간담회 79         민원정보과

4월
2011년행복플러스 아기사랑
출산준비교실간담회 등 2건

344        보건소

4월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관련 간담회 등 7건 871         주민생활과

4월 제20회 대덕제 행사 추진관련간담회 등 2건 192         주민생활과

4월 2011개별주택결정공시관련한 업무협의간담회 등 2건 365        세무과

4월 어린이 안전관리 업무관련 간담회 등 4건 1,025       위생과

8,821      

04월      29건 소계

05월      75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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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5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2건 151         의회사무과

5월 대구원로음악가회 홍보 간담회 등 6건 621         문화홍보과

5월 관내 중.고등학교장 초청간담회 개최 등 3건 960         문화홍보과

5월 주택정비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 136         건축과

5월 시책사업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등 22건 2,348  행정지원과

5월 남구예절대학 행사추진 간담회 등 6건 427  행정지원과

5월 대명회타운 경관개선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4건 409        도시경관과

5월 앞산사랑 나무살리가 행사추진 214        도시경관과

5월 조기집행 활성화 관련 간담회 등 2건 451         기획조정실

5월
어버이날 행사 등 경로행사 추진
관계자와 간담회 1건

90          복지지원과

5월 탄소포인트제추진 관련 간담회 350        녹색환경과

5월
민원창구 공무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 격려
간담회

175        민원정보과

5월 학교구강보건사업추진 간담회 등 5건 520        보건소

5월 대덕 드림아트 아카데미사업 홍보 간담회 1건 82         대덕문화전당

5월 일자리 사업관련 간담회 등 12건 973         주민생활과

5월
제2회 앞산사랑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관계자 간담회 등 2건

179         주민생활과

5월
자동차세부과및원활한민원처리위한
업무협의간담회 등 1건

64         세무과

5월 음식문화개선 포스터공모전 시상식 음료구입 61          위생과

5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필지 담당평가사
간담회 등 2건

365  지적과

5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245        시장경제과

12,298     

6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10건 987         의회사무과

06월      89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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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6월 구정체험학교 관련 홍보 간담회 등 9건 1,514       문화홍보과

6월
젊은 연극제 및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추진 간담회 등 2건

324         문화홍보과

6월 앞산활용 시책사업추진 간담회 등 12건 1,225  행정지원과

6월 클린데이 캠페인 행사추진 간담회 등 7건 615  행정지원과

6월 문화예술생각대로조성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7건 915        도시경관과

6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참가 관련 간담회 등 6건 1,269       기획조정실

6월 다문화가정 및 여성 업무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 2건 132         복지지원과

6월 장애인복지도우미 업무 담당자와의 오찬 32          복지지원과

6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81         녹색환경과

6월
안지랑역 공사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 3건

286        민원정보과

6월 2011년 상반기 결핵관련 간담회 등 5건 500        보건소

6월 모닝 콘서트 참가자와 간담회 등 4건 284        대덕문화전당

6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관련 간담회 등 15건 3,082       주민생활과

6월 제61주년 6.25전쟁 기념행사추진 간담회 225         주민생활과

6월
2011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관련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 2건

378        세무과

6월 하절기 식중독 예방업무 관련 간담회 171         위생과

6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278        시장경제과

9,103      

7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1건 76          의회사무과

7월 어린이생태학습장 관련 홍보 간담회 등 6건 544         문화홍보과

7월 구청장기 풋살대회 행사추진 간담회 등 2건 233         문화홍보과

7월 공동주택관리 시책홍보를 위한 간담회 23          건축과

07월      71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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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7월 문화예술생각대로 사업추진 간담회 등 18건 2,922  행정지원과

7월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추진 간담회 등 6건 442  행정지원과

7월 도로정비공사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116         건설방재과

7월 대중교통 업무관련 간담회 등 5건 465        도시경관과

7월 앞산자락길 걷기대회 행사추진 180        도시경관과

7월 미군부대 공여구역 반환 관련 간담회 등 4건 799         기획조정실

7월 드림스타트 업무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3건 153         복지지원과

7월 청소행정평가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 200        녹색환경과

7월
전자문서 서버 패치 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차 간담회 등 2건

153        민원정보과

7월
맞춤형방문보건사업 보건소현장방문지도
관련 간담회

420        보건소

7월
"마음을 여는 비밀번호 1224" 뮤지컬
홍보 간담회 1건

35         대덕문화전당

7월 마을기업 사업 관련 간담회 등  15건 1,852       주민생활과

7월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 준비상황 점검에
따른 업무협의 간담회 등 2건

395  지적과

7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95         시장경제과

8,957      

8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6건 415         의회사무과

8월 도시활력화개발사업 관련 홍보 간담회 등 7건 720         문화홍보과

8월
남구청장기 생활체육체조대회 행사추진
간담회 등 2건

198         문화홍보과

8월 건축 건실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2건 90          건축과

8월 특별교부세지원 업무협의 간담회 등 12건 2,939  행정지원과

8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추진 간담회 등 11건 930  행정지원과

8월 2011년 도시대상관련 간담회 등 6건 987        도시경관과

08월      72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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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8월 제2회 물베기마을 문화,예술 축제 추진관련 255        도시경관과

8월 시정견문 활성화 간담회 등 2건 294         기획조정실

8월 장애인시설 업무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4건 332         복지지원과

8월 건강생활실천동아리 간담회 등 5건 551        보건소

8월
문화예술강좌 활성화를 위한 남구의회의원과
간담회 등 2건

141        대덕문화전당

8월 대덕팝스오케스트라 간담회 1건 96         대덕문화전당

8월 복지박람회 개최관련 간담회 등 6건 513         주민생활과

8월 제2회 청소년 강변가요제 행사 관련 간담회 40          주민생활과

8월
주민세관련원활한민원처리및징수율제고위한
업무협의간담회 등 2건

168        세무과

8월 전통시장 장보기행사추진 간담회 등 2건 288        시장경제과

8,220      

9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6건 497         의회사무과

9월 남구복지박람회 관련 홍보 간담회 등 5건 226         문화홍보과

9월
구청장기 국학기공대회 업무협의차 관계자
간담회 1건

215         문화홍보과

9월 건축행정 시책홍보를 위한 간담회 74          건축과

9월 중국연변 도서전달 사업추진 간담회 등 5건 777  행정지원과

9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추진
간담회 등 5건

707  행정지원과

9월 청소년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7건 1,184      도시경관과

9월 제2회 물베기마을 문화,예술 축제 추진관련 117        도시경관과

9월 생산성대상 현지실시 준비 85          기획조정실

9월 노인대학 개강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등 2건 151         복지지원과

9월
영호남 장애인화합한마당 행사 관련
관계자와 오찬 등 2건

128         복지지원과

09월      70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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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9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성공개최 관련 간담회 등 2건 510        녹색환경과

9월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출전·수상 공무원 격려
간담회 등 2건

142        민원정보과

9월
다문화·장애인 모자양치교실프로그램
운영간담회 등 5건

334        보건소

9월 공연동 무대시설 하자보수관련 간담회 1건 114        대덕문화전당

9월 2011 가을맞이 주민초청 콘서트관련 간담회 등 4건 243        대덕문화전당

9월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간담회 등 14건 1,966       주민생활과

9월 
체납세납부홍보및효율적인체납처분위한
업무협의간담회 등 2건

192        세무과

9월 음식문화개선 체험한마당 행사관련 간담회 210         위생과

9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필지 담당평가사 간담회 153         지적과

9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2건 195        시장경제과

9,853      

10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5건 580         의회사무과

10월 독감예방 이동보건소 관련 홍보 간담회 등 3건 524         문화홍보과

10월 앞산사랑가족등산대회 행사 추진 간담회 1건 152         문화홍보과

10월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 등 2건

144         건축과

10월 국제문화산업단지조성 사업추진 간담회 등 15건 2,217  행정지원과

10월 앞산사랑 가족등반대회 행사추진 간담회 등 5건 505  행정지원과

10월 남구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관련 간담회 등 5건 948        도시경관과

10월 2012 업무계획 수립 관련 준비 등 10건 1,288       기획조정실

10월 보육시설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70          복지지원과

10월
2011 미소친절 대구 프로젝트 업무 평가 대비 업무
협의차 간담회 등 2건

213        민원정보과

10월 고혈압당뇨병 프로그램 관련 간담회 등 4건 447        보건소

10월      69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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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10월 상주단체 초이스 극단단원과 간담회 등 3건 270        대덕문화전당

10월 앞산먹거리골목 활성화 관련 간담회 등 7건 1,475       주민생활과

10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관련 간담회 91          주민생활과

10월
2011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관련한
업무협의간담회 등 1건

84         세무과

10월 부정불량식품 근절업무 관련 간담회 130         위생과

10월 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등 2건 460         지적과

10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255        시장경제과

13,336     

11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10건 966         의회사무과

11월 드림스타트사업 관련 홍보 간담회 등 2건 184         문화홍보과

11월 앞산사랑가족등산대회 행사추진 간담회 1건 145         문화홍보과

11월 건축 건실화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2건 292         건축과

11월 공연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추진 간담회 등 19건 2,952  행정지원과

11월 사랑의김장나누기 행사추진 간담회 등 5건 379  행정지원과

11월 도시환경정비 관련 관계인 간담회 400         건설방재과

11월 주한미국공여구역 도로건설 관련 간담회 등 10건 2,089      도시경관과

11월 하반기 지역현안사업추진 등 4건 534         기획조정실

11월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들과 오찬 100         복지지원과

11월
10월 주민정보화 교육 종료에 따른 강사의 노고
격려차 간담회 등 3건

192        민원정보과

11월
어르신웃음바이러스페스티발 자조모임관련
간담회 등 7건

795        보건소

11월 남구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2건 195        대덕문화전당

11월 남구 농악단 정기연주회 다과제공 등 2건 167        대덕문화전당

11월      93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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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11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업무협의 간담회 등  15건 2,657       주민생활과

11월
체납세징수방안등효율적인체납징수위한
업무협의간담회 등 1건

84         세무과

11월
식중독 예방사업 및 맛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2건

710         위생과

11월 개별공시지가 담당감정평가사간담회 개회 158         지적과

11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3건 337        시장경제과

32,768     

12월 의정활동자료수집간담회 등  13건 1,607       의회사무과

12월 사랑의김장나누기 관련 홍보 간담회 등 6건 576         문화홍보과

12월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간담회 등6건 1,344       문화홍보과

12월 체육시설모니터요원 간담회 1건 495         문화홍보과

12월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등 6건

1,134       건축과

12월 생활체육시설설치 사업추진 간담회 등 16건 3,240  행정지원과

12월 앞산해맞이 행사추진 간담회 등 7건 403  행정지원과

12월 방문자기념품 구입(유기수저150세트) 4,830  행정지원과 단일건

12월 방문자기념품 구입(손톱깍이50세트) 790  행정지원과

12월 도로건설공사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등 4건 1,390       건설방재과

12월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련 간담회 등 23건 5,563      도시경관과

12월 우수시책 심사준비 등 8건 879         기획조정실

12월 아동급식사업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4건 498         복지지원과

12월 환경업무추진 관련 감담회 등 3건 717        녹색환경과

12월
행정정보망 및 통합민원망 유지보수업무 수행
업체관계자와 간담회 등 4건

482        민원정보과

12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관련 간담회 4건 698        보건소

12월      151건 소계

- 60 -



201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단위: 천원)

12월 언론기관 관계자와 간담회 등 4건 294        대덕문화전당

12월 2012 해맞이 행사 관련 간담회 등 2건 149        대덕문화전당

12월 노인돌봄서비스업무 관련 간담회 등 26건 5,916       주민생활과

12월 장애인 단체 관계자 간담회 176         주민생활과

12월
자동차세관련정확한부과및징수율제고위한
업무협의간담회 등 5건

640        세무과

12월
도로명주소 현안업무에 대한 대구시 담당자
업무협의 간담회 등 3건

604         지적과

12월 전통시장현대화사업추진 간담회 등 3건 343        시장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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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436,416  

54,960  

2011년 대구광역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지출 1,900 문화홍보과

2011년 남구씨름왕선발대회 운영비 지출 5,225 문화홍보과

2011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지출 27,835 문화홍보과

미미&락 식품산업전 행사보조금 지출 20,000 위생과

114,000  

제20회 대덕제 행사 보조금 지출 100,000 문화홍보과

고미술난장 행사 보조금 지출 10,000 문화홍보과

2011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지출 4,000 시장경제과

50,486  

제19회 젊은 연극제 행사보조금 지출 54,000 문화홍보과

미미&락 식품산업전 행사보조금 지출 -3,514 위생과

148,331  

제19회젊은연극제 행사보조금 지출 46,000 문화홍보과

제20회 대덕제 행사 보조금 지출 -2,669 문화홍보과

제5회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보조금 지출 70,000 문화홍보과

제19회젊은연극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출 35,000 문화홍보과

20,000  

07월 제5회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보조금 지출 20,000 문화홍보과

2011년도 민간행사보조(307-04)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구분 집행내역

07월     1건 소계

금액

04월

05월     2건 소계

06월     4건 소계

06월

04월     3건 소계

부서

총          계

03월     4건 소계

03월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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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2011년도 민간행사보조(307-04)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9,189  

2011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금 지출

10,000 행정지원과

제19회젊은연극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출 -17 문화홍보과

제5회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보조금 지출 -794 문화홍보과

2,850  

09월 2011대구광역시 씨름왕선발대회 참가 운영비 지출 2,850 문화홍보과

36,600  

제5회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비 지출 7,600 문화홍보과

2011년 대구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보상비 지출 14,250 문화홍보과

2011년 제5회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비
지출(추가분)

4,750 문화홍보과

2011년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지출 10,000 녹색환경과

09월     1건 소계

10월     4건 소계

10월

08월     3건 소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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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1,991,343  

435,052  

2011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일반,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회운영) 보조금 지

112,320 문화홍보과

삼청동길 답사 보조급 지출 1,960 위생과

2011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지출 47,359 주민생활과

2011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보조금 지출 122,000 주민생활과

2011년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34,014 주민생활과

2011년 1/4분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 지출 117,399 보건소

10,356  

시화 있는 등산로 거리 조성 민간경상보조금 교부결정및지출 5,040 행정지원과

2011년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 지출(1-2월) 5,700 문화홍보과

삼청동길 답사 보조금 지출 반납 -384 위생과

224,761  

2011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출 9,250 문화홍보과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3월) 지출 2,600 문화홍보과

2011년 남구예절대학 위탁운영비 지급 10,000 문화홍보과

2011년도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11,667 시장경제과

2011년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지출(상반기) 59,083 위생과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보조금 지출 8,000 위생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대명아파트) 6,762 건축과

2011년 2/4분기 사회복귀시설(비콘)운영보조금 지출 117,399 보건소

01월     6건 소계

01월

02월     3건 소계

02월

03월     8건 소계

03월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307-02) 집행내역

구분 집행내역 금액 부서

총          계

- 65 -



(단위: 천원)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307-02) 집행내역

73,066  

2011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 26,400 행정지원과

모범위생업주 음식문화 비교견학 보조금 지출 3,000 위생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
(대명세광그린타운)

11,352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
(보성상아맨션)

18,616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
(삼정비취아파트)

7,560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
(삼두아파트)

6,138 건축과

208,000  

2011년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 지출 15,000 행정지원과

2011년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 지출(4-5월) 6,200 문화홍보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백작맨션) 6,420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삼정비취) 1,890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용마맨션) 10,760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
(1차대덕맨션)

1,560 건축과

2011년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지출(민간경상보조) 66,170 주민생활과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100,000 주민생활과

521,772  

2011년도 3~4분기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일반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보조금 지출

88,320 문화홍보과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6월) 지출 7,467 문화홍보과

41,705 도시경관과

57,876 위생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대명아파트) 1,690 건축과

05월

06월     14건 소계

2011 3/4분기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사업 보조금 지출

06월

04월

05월     8건 소계

04월     6건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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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307-02) 집행내역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백작맨션) 1,605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세광그린) 2,838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미리내) 6,220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1차대덕) 390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정우) 14,724 건축과

2011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지출 10,500 주민생활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지원 사업비
지출(1차)

112,600 주민생활과

2011년도 치매예방관리 예탁금 지출 52,625 보건소

2011년 3/4분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비콘)운영보조금
지출

123,211 보건소

18,237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7월) 지출 2,600 문화홍보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삼두아파트) 1,535 건축과

201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보성상아맨션) 4,655 건축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6월 지원금 지급 9,447 주민생활과

50,528  

2011년 주민참여 도시학교 운영보조금 지출 5,000 도시경관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미리내) -6,220 건축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월 지원금 지급 27,294 주민생활과

마을기업육성사업 2차보조금 지출 24,454 주민생활과

187,677  

2011 제13회 영호남교류음악회(남도민요발표회) 보조금 지출 5,000 문화홍보과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8월) 지출 3,100 문화홍보과

08월     4건 소계

08월

09월     9건 소계

09월

07월     4건 소계

07월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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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307-02) 집행내역

2011년 우수작은도서관 시비 보조금 지출 8,000 문화홍보과

2011년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출 15,000 문화홍보과

2011년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 보조금 지출 12,000 문화홍보과

2011년도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 (9월) 지출 6,600 문화홍보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정우) 3,681 건축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8월 지원금 지출 23,296 주민생활과

2011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지출(2차) 111,000 주민생활과

161,343  

2011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금 지출 6,300 문화홍보과

2011년도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10월) 지출 7,600 문화홍보과

201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지출(용마맨션) 767 건축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9월 지원금 지출 23,465 주민생활과

2011년 4/4분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비콘)운영
보조금 지출

123,211 보건소

115,397  

2011무형문화재 공개행사보조금 지출(2차) 6,300 문화홍보과

2011년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대응투자금 지출 1,000 문화홍보과

2011년도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11월) 지출 6,600 문화홍보과

2011년 4/4분기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지출 29,800 위생과

2011년 3/4분기 풍수해보험 지방비 납부 1,482 건설방재과

2011년 10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출 27,547 주민생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월 지원금 지급 -2,613 주민생활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보조금 지출(2차) 45,281 주민생활과

11월     8건 소계

11월

10월     5건 소계

10월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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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307-02) 집행내역

89,780  

2011년도 남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12월) 지출 9,900 문화홍보과

11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출 30,672 주민생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2월 지원금 지출 32,385 주민생활과

2011년도 손상퇴원환자 조사사업 표본병원 운영비 지출 4,060 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예탁금 지출 12,763 보건소

-104,624  

2011년도 3~4분기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일반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보조금 지출

-3,174 문화홍보과

2011 3/4분기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사업 보조금 지출

-3,462 도시경관과

2011년 4/4분기 남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보조금 지출 -22,552 위생과

11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출 -198 주민생활과

2011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지출 -5,537 주민생활과

2011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보조금 지출 -3,439 주민생활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보조금 지출(2차) -3,469 주민생활과

2011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보조금 지출(2차) -62,792 주민생활과

12월     5건 소계

12월

14월     8건 소계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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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소 계 8,172   

일반회계 7,500  한국지역진흥재단(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일반회계 339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일반회계 33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구분 금액 기관단체명 근거(법조례등)

출연금

2011년도 출연금(306)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문의 :［담당부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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