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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및 추진

  선도 사업 민·관협의체 조직 

단장 : 부구청장

총괄 조직ㆍ인사ㆍ협의 서비스 제공 민간

∘기획단 간사

∘선도 사업 계획

∘선도 사업 집행

∘자원 발굴·관리

∘본청 직제 개편

∘직제 개편/인사 

∘부서협의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분석

∘돌봄 대상자 분석

∘민간 서비스관리

∘돌봄서비스 제공

∘공급기관간 협력

∘지역케어회의 참여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부서) 관련기관(부서) 관련기관(부서) 관련기관(부서)

∘행복정책과

∘복지지원과

∘남구보건소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도시재생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명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자원봉사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복부 전문가 컨설팅단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대학교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보경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카톨릭대학병원

  행정인력 증강 배치 

    13개 각 동 장애인 통합 돌봄 사례관리사 배치  

    기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통합돌봄팀으로 개편 인력 증강 배치 

      - 기존 7명(공무원 4명, 통합사례관리사3명) -> 총11명

      ※ 통합돌봄추진담당주무관 2명, 보건직 1명, 장애인통합돌봄사례관리사 1명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1

1  지역사회보장 여건 (수요 및 공급)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공급 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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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체계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모델1] 탈시설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

       - 대상 : 탈시설 장애인 총160명 정도

       - 목적 :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모델2] 탈시설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

       - 대상 : 재가 장애인 총 5,300명 정도

       -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 주거, 보·건의료, 돌봄 등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를 실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통합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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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관련 내용

지 역 특 성

   앞산(남쪽)과 신천(동쪽)의 자연환경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 도시철도 등 

     우수한 교통 여건

   대구교대, 경북예고, 영남대병원, 

     가톨릭대병원 등 풍부한 교육․의료 여건 

   미군부대 3개 캠프소재(남구 지역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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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인구증가율 초고령화 및 독거노인비율 증가

낮은 재정자립도 단독·다세대 주택 중심의 주택현황

구분
주민등록인구수

65세이상 인구
계 남 여

계 148,174 71,387(48.18%) 76,787 (51.82%) 32,816 (22.14%)

  인구현황 : 148,174명 (대구의 2,443,528명 6.06%)            
 ‘19.10.31현재 (단위:명,%)

  면    적 : 총17.44㎢ (대구의 1.97%)                  
 ‘19.10.31현재 (단위:㎢,%)

구분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면적(비율) 7.13(40.9) 9.26(5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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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12,557명(인구대비 8.47%)

                                                          ‘19.10.31현재 (단위:명)

기초생활수급자수
(중복제외) 급여종류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총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총 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12,557 12,067 490 31,818 8,687 9,879 11,359 1,893

  차상위대상자 현황 : 3,337명(인구대비 2.25%)
                                                                   

‘19.10.31현재(단위:명)

총  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3,337 2,014 23 779 521

  장애인 등록 현황 : 9,390명(인구대비 6.33%)

                                                           ‘19.10.31현재(단위: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기타

9,390 3,671 959 1,898 725 991 71 493 320 262

  기타복지 지원 현황

                                                            ‘19.10.31현재(단위:명)

총계 보육료
지  원

가정위탁
아   동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사회서비

스이용권 아동급식
모자 부자 기타

44,154 3,596 990 2124 550 33 32,778 2,415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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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관련 내용

구
분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권익증진

기타
(일반,정신질환,

노숙자)

총
계  총 260 개소 

소
계 111 34 84 17 14

생
활

소계 26 소계 12 소계 10 소계 5 소계 3

·노인요양시설 13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2 ·아동양육시설 5
·모자가족
 복지시설

1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1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3 ·공동생활가정 10 ·공동생활가정 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

1

·가정폭력피해  
 자보호시설

3 ·노숙인 자활시설 1

이
용

소계 76 소계 15 소계 66 소계 8 소계 3

·재가노인시설 9 ·주간보호시설 7
·어린이집
(국공립)

49
(6)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 ·종합복지관 2

·노인복지관 1 ·수화통역센터 1 ·지역아동센터 12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2 ·지역자활센터 1

·경로당 6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1
·다함께돌봄
센터

1
·가정폭력
 상담소

2

·노인교실 2
·장애인보호
 작업장

6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2

·학교밖지원
 센터

1 ·통합상담소 1

·청소년성문화
센터

1

·청소년수련시설 1

기
타
이
용

소계 9 소계 7 소계 8 소계 4 소계 8

·가정봉사원
 훈련원

1
·장애인재활
 지원센터

1
·온마을아이맘
 센터

1 ·공동육아나눔터 2 ·대학교 6

·무료급식소 6
·재가복지
 봉사센터

1
·남구영유아
 체험센터

1 ·YWCA 1 ·평생학습관 1

·시니어클럽 1 ·특수학교 5 ·드림스타트 1
·대구여성인력
 개발센터

1 ·푸드마켓 1

·노인보호
 전문기관

1
·청소년창작
 센터 외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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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
(’40)

핵심
추진 
과제
(‘23)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3. 후소득보장체계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2. 필수의료 보장

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3.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기반
∙ 사회투자 확대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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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부문 사회보장기본계획 ’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비전 ㆍ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포용사회 ㆍ든든한 동행 함께하는 행복남구

추진
원칙

및

전략

ㆍ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ㆍ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

ㆍ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ㆍ환경-주거복지 일체형 환경도시
ㆍ몸과 마음이 편안한 건강도시

ㆍ지역사회 중심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체계 마련
ㆍ생활고 복지를 잇는 고용복지체계 구축

ㆍ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ㆍ세대가 공감하는 소통형 나눔공동체
ㆍ모든 세대가 행복한 미래교육 공동체

4대

핵심

분야

별 

목표

및

중장

기 

방향

 [고용·교육]
ㆍ노동형태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

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ㆍ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역량제고

ㆍ취창업 코칭 프로그램 구축
ㆍ공유형일자리지원센터 운영
ㆍ행복센터 연계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업
ㆍ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ㆍ우리지역 고용공동체 사업
ㆍ일하는 행복한 노후 노인인력파견지원사업
ㆍ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징검다리 사업
ㆍ자활동기부여 사업
ㆍ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소득]
ㆍ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 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건강]
ㆍ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경감
ㆍ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

속가능성 제고

ㆍ생애주기별 힐링, 카운슬징 운영
ㆍ뇌청춘을 돌려다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ㆍ100세까지 반짝이는 건강치아 만들기
ㆍ정신장애인 지역어울림 사업
ㆍ건강UP행복UP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회서비스]
ㆍ생애주기별 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ㆍ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ㆍ우리 아이함께키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ㆍ돌봄 인프라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ㆍ교육·돌봄 네트워크 구축 「허그인·허그맘」
ㆍ돌봄학습공단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
ㆍ온마을 배움터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ㆍ배우GO꿈꾸고GO희망-배움 나눔사업
ㆍ지역자원연계 방과후 교육돌봄사업
ㆍ고독탈출 독거노인 단짝친구 맺기
ㆍ온마실 돌봄공동체 세대공감 행복100세 

프로젝트
ㆍ중증장애인가정기능강화사업
ㆍ청년발달장애인 사회적 돌봄 사업
ㆍ위기사례발굴 및 학대예방보호시스템 운영
ㆍ범죄피해자,가해자 가족긴급지원
ㆍ가족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
ㆍ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통합조건복지사례관

리(지역통합돌본선도사업 추진)
ㆍ정이품 마을 공동체 특화사업
ㆍ나눔공동체 사업
ㆍ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ㆍ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 센터 건립
ㆍ사회적 고립 가구 통합서비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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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계획 시행 결과 평가

  2019 계획 중간 평가 결과 

2019년도 계획 
중간 점검 내용

자체 평가 결과 2020년 반영

계획대비 

예산 확보

·민간기관의 공모에 의한 예산 확

보 추진에 사업의 경우 예산 미확

보 문제 발생  

·「수집증후군 지원사업」과 같은  예산 

확보 및 대상자 확보 문제로 인하여 

2019년 계획 사업추진 중지 및 2020년 

사업 폐지

·공모사업 확정된 사업 등 계획 수립 

시 예산확보 확인

·구비확보 방안 모색 및 관련 부서와 협치 

추진

·2018년 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선정 

상사업비 2천만원 확보  

성과지표의 

적정성

·실질적으로 목표달성확인이 어

렵거나 성과지표가 다소 확인됨. 

·성과목표의 과도하게 높게 잡거나 과

도하게 낮게 잡힌 사업이 확인됨. 

·성과지표의 산정가능한 지표로 변경 및 

달성목표의 상향 및 하향조정을 통한 

달성목표의 적정성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팀

 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 시 민간(위탁)기관 등 추

진에 있어 관련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 분야별 적정하게 구성 추진함. 

·사업의 추진 부서 및 민간 위탁 기관의 

적정성 유지

세부계획 추진

일정과 절차의 

준수정도

·계획 수립부터 추진에까지 일정

과 절차에 맞게 준수함.

·예산지원시기, 사업추진 시기 및 대상 

등 추진 부서 및 기관의 확인 절차를 

통한 일정과 절차에 맞게 준수.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정성 확보

지역주민대상 

각종 관심 유발

행사 수행정도

·복지한마당, 남구의회와 함께하는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타운홀 

미팅, 세대공감 합창대회 「코러스

페스티벌in남구」와 같은 이색적

이며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

회보장협의체의 민간 협력사업이 

많이 시행됨.  

·사회보장 신규사업 발굴 2020년 사업

에도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보 및 민간기관 공모사업을 통

하여 참신하고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

인적안전망의 관심유발 사업 수행

지역 내 민간

자원 개발 및

동원 정도

·지역 내 사업추진 시 각 관련 기관

과의 협약 추진을 통한 사업 시행

함.  

·지역 새로운 자원에 대한 발굴 및 협약 

추진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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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비전 2030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

[ 총괄비전 ]

[ 종합구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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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와 함께하는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타운홀 미팅 

   사업내용 : 남구의회 의원과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함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13개 동별 우리 마을 사회보장지도그리기를 

     통한 의제 발굴

   참 여 자 : 130명 

   시행일시 : 2019. 9. 25. 14:00~18:00

   시행결과

동명 주요문제 해결방안

이천동
-노인보행의 어려움 및 좁은 골목 등 에 
 따른 안전문제
-노인인구가 많음에 따라 노인건강문제 

-노인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지급 사업
-이동건강검진 차량 지원사업 활성화

봉덕1동
-후원자 부족
-노인인구 및 노후주택이 많음

-민간 주도 후원자 발굴 
-노후주택 집수리 예산지원

봉덕2동
-독거노인, 다자녀 저소득가정 많음
-재개발 지역 주변 어두워 안전문제
-복지안전망 미약 

-민간자원봉사양성을 통한 방문
-노인과 아이를 위한 참여프로그램 개발

봉덕3동
-노인 인구 많음, 어린이 놀이터 부족
-노후주택 등 문제

-노인복지인프라 구축
-어린이놀이공간 확충

대명1동
-남부시장 쇠퇴 
-학교가 없음

-재개발 추진, 시장활성화

대명2동
-장애아동 인식부족, 고독사문제
-청소년블루존 특성이 없다
-복지관 있음에도 정보 부족

-대명2동 자원 연계 협의체 구성 및
 사업 추진, 협의체 자체 사업추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대명3동
-장애인 및 노인인구가 많음
-재개발로 인한 공가 폐가문제

-재개발 통한 젊은 인구 유입
-자율방범, 장애인특수학교 연계 사각지대 
발굴

대명4동
-노후주택, 전통 시장 쇠퇴, 어린이놀이시
설 부족

-어르신 이용 시설 부족 

-소규모 개발사업(노후주택 매입, 공영주차
장 확보, 어린이놀이터 설치)

대명5동
-미군부대 문제, 교통혼잡
-주거환경열악, 원룸 등 1인가구 증가

-미군부대 연계 행사 
-출퇴근시 이면도로 이용차단 남부경찰서
와 협업

대명6동
-어린이공부방없음, 복지정보부족
-통합관리서비스,청소년 이용시설 부족

-작은도서관과 같은 공간 확충
-복지인프라 확충

대명9동
-저소득층 노인세대 많음
-주민편의시설 부족, 안전불감증

-노인돌봄 등 서비스 확충
-안전교육실시,행정복지센터중심자원개발

대명10동
-도시재건축어려움, 젊은인구 유입어려움
-어린이대상 놀이등 시설 부족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장난감도서관 등 
어린이시설 확충

대명11동
-복지시설없음, 대중목욕탕과 같은 
 편의시설 부족, 노인많음
-서부정류장 주취자쓰레기문제 심각

-노인무료급식(반찬지원서비스 등)
-인도 중간마다 쉬어가는 벤치설치 등

※ 이천, 대명2, 대명11동 동타운홀미팅 추진 2020 동특화사업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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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전체에게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통합돌봄의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와 지원 인프라 확충

 선도사업을 통한 노인, 아동 등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모델 제시

 2) 지역복지공동체 역할 형성 및 활성화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의 인적복지자원의 구심점

으로서의 역할 확립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주민-민간-관이 함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복지공동체 형성  

 3) 1인 단독가구 등 가구 형태 및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혐 사회보장서비스 지원

 1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생애주기와 연관된 노인 증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 사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

 장애인가족, 다문가족 등 가족구성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확대로 가구형태 및 생

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 사업 개발 및 지원

 4) 취약계층에 대한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민자,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상태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취ㆍ창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용분야 네트워크 강화

 지역에 맞는 사회적·마을기업 발굴을 통한 일차리 창출 

3  연차별 시행계획의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주민-민간기관-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

  지역사회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새로운 통합돌봄모델 제시

 가구특성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주거, 고용,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 개발 및 제공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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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유형 역할 및 분야 비고

팀장 김혜숙 주민행복국장 공 •팀장

민간팀장 정순화 실무협의체 위원장 (민)협 •연구팀 운영, 실무분과 등 총괄

공공팀장 고재광 행복정책과장 공 •위원회 운영, 실무부서 등 총괄, 의회보고

자문
위원단

엄태영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자문 계획 총괄 자문
•학계 전문가
(대표협의체위원)

임우현 영진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연구팀 계획 작성 실무 자문
•계획 시행 평가 등

•학계 전문가
(실무협의체위원)

연구팀
(계획전반

작성)

정순화 실무협의체 위원장 (민)협

•2020년 시행계획에 맞는 매뉴얼 검토
•2020년 계획반영한 분과위원 조정 등  
•실무분과․실무부서 작성 세부사업안에
 대한 검토와 수정
•계획안 작성 및 
•대표협의체 심의 준비 등

•기획총괄분과장

이영미 대구농아인협회 사무처장 (민)협 •지역돌봄분과장

김지숙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실장 (민)협 •보호안전분과장

정재우 대명사회복지관 부장 (민)협 •교육복지분과장

김동하 남구시니어클럽 실장 (민)협 •고용복지분과장

정은영 대구YWCA 사무국장 (민)협 •여가문화분과장

이안나 대구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 팀장 (민)협 •주거환경분과장

 5)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젋은 인구 유입 및 재가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의 적극적 추진과 소규모 주거개선 정비사업을 통한 노후주거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

 빈곤층 재가독거노인 대상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자립적 삶의 주체성 회복 

 6) 세대 공감형 평생학습-여가 문화를 잇는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

 세대간, 지역자원간 상호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돌봄-인식 개

선 등이 복합된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의 유지 및 확대

 생애주기별 다양한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과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적 역량을 갖춘 조직을 육성하고 문화 지원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계획 수립 TF 구성ㆍ운영 계획2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TF 구성: 총 112 명 (협의체 위원  25 명 포함)

  - 유관부서 담당자 :  23명, 민간기관(실무협의체 위원) :  25명,  전문가 : 2명, 

    지역주민 대  표 :  15명, 기타( 민간기관실무자 ) :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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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유형 역할 및 분야 비고

이영숙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민)협 •건강증진분과장

이창지 복지기획팀장 공 •복지기획담당

이진영 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 주무관 공 •계획․평가 담당자

배문현 협의체 상근간사 (민)협 •협의체 상근간사

분야별
자료제출 

및 
세부사업

작성

권금희외 지역돌봄분과원 14 민

•분과별 세부사업 작성
•중점추진, 세부사업의 작성
•행정 및 재정 작성
•사업 영역별 상호연계조정

•민간
 (실무분과원)
•공공
 (실무부서)

박찬우외 보호안전분과원 11 민

김성희외 교육복지분과원 12 민

권명화외 고용복지분과원 7 민

최수진외 여가문화분과원 9 민

권재근외 건강증진분과원 11 민

전순옥 행복정책팀장 공

장경영 통합돌봄팀장 공

배태옥 드림스타트팀장 공

김중식 고령사회팀장 공

김진현 장애인복지팀장 공

김진수 보육지원팀장 공

이선주 아동청소년팀장 공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 공

최임숙 통합관리2팀장 공

최은숙 주거자활팀장 공

이영숙 인구정책팀장 공

김상일 일자리창출팀장 공

최종철 도시재생1업무팀장 공

김혜숙 평생교육팀장 공

박진희 여가체육팀장 공

장현숙 도서관팀장 공

최경희 문화예술팀장 공

민상호 예술창작팀장 공

전미정 건강증진팀장 공

주민
모니터링

황선희외 보장계획 주민모니터단 주
•계획안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민관협력사업 현장 참여

•주민모니터단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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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 결과
전체

협의
체

지역
주민

1 9.2. 실무협의체회의 22 22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20년 계획 수립 방안 및 
2019 모니터링 논의

2 9.25

남구의회와 
함께하는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타운홀 미팅」

113
105
구39
동66

8 우리마을복지 의제발굴 13개동 사회보장지도 제작

3 9.26 수립 추진 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방안
보장계획 수립 일정 등 
추진 체계 확립 

3 9.30
보장계획수립
TF팀 운영계획
수립 

TF팀 운영계획 수립

T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3개팀 113명

  · 자문단

  · 연구팀(기획총괄분과)

  · 의견수렴 및 계획추진팀 

4
9월
~

10.11.
릴레이분과회의 113 113

8개 분과별 회의로
2019년 중간 모니터링 
2020 세부추진사업 논의 

2019 모니터링 평가제출 
2020 사업추진 발굴 등

5 10.16.
계획 수립 TF팀
(연구) 회의 

12 12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중간 평가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논의. 

2019 변경사항확인
2020 변경사항 등 검토

6 10.21
주민모니터단 
모니터링 회의

15 15 2019 시행결과 모니터링 2020년 계획 반영

7
10.21.

~
10.29.

2020 시행계획
(안) 작성  

113 113 2020 시행계획(안) 작성
공공부분 : 행당부서검토
민간부분 : 분과별 검토

8 10.26.
계획 수립 TF팀
(연구 및 자문)
회의

14 14
2019 중간 평가 및
2020 계획(안) 검토 

2019 및 2020년 보장계획  
변경사항 결정
59개 세부사업(안) 결정

9 10.30.
대표협의체 
심의

20 20  2020 계획 변경 심의
4개사업 폐지 
4개 신규사업,2019년 대
비 11개 사업변경

10
11.1.
~

11.21.

2020 연차별 시
행계획(안) 주민
공고

21일간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 주민의견 접수건 없음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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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 결과
전체

협의
체

지역
주민

11 11.18.

남구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성과
보고회 및 역량
강화교육

170
170
구42
동128

2019 구동협의체 성과
및 2020년계획(안) 보고
협의체 역량강화교육

2019 시행계획 성과보고
2020 시행계획(안) 보고

12 11.25.
실무협의체 
검토회의

26 26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안) 검토

기관별 분과별 보장계획 
내용 검토

13 11.25.
계획 수립 TF팀
(연구) 회의

9 9
실무협의체 검퇴 회의 
의견 반영 논의

성과지표, 오탈자 등 확인 
반영 

14 11.26.
의회 보고

(257회 1차 본회의)
8 8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안) 보고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안) 보고

15 11.29.
대표협의체 
심의회의

29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안) 심의

16 11.29. 대구시 제출
2020 남구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대구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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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시행계획 체계3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사업

중점추진사업

든

든

한

동

행

함

께

하

는

행

복

남

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

1-1 마을 복지공동체 남구         
    희망앰뷸런스
1-2 정이품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1-3 나눔공동체 사업

1-5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1-6 지역복지모니터 사업
1-7 주민어울림의 장 복지한마당
1-8 사회보장 신규사업 발굴
1-9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 
마련

2-1-1 고독사 Zero 프로젝트       
      「카카오복지사업」
2-1-2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통합보건복지사례관리 
2-1-3 온마실 돌봄공동체 세대     
      공감 행복100세 프로젝트
2-1-4 고독탈출 독거노인          
      단짝친구 맺기

2-1-5 민간 고독사예방 지원 사업
2-1-7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1-8 돌봄인프라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1-9 중증장애인가정기능강화사업
2-1-10 사회적 고립 가구 통합지원
       서비스지원센터 나혼자산다
2-1-11 청년발달장애인     
       사회적돌봄사업

2-2-1 위기사례 발굴 및           
      학대예방보호시스템 운영
2-2-2 자살예방 조기개입 체계 구축
2-2-3 범죄피해자, 가해자 가족     
      긴급지원

2-2-4 가족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
2-2-5 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2-2-6 인권문화콘서트

모든 세대가
행복한 
미래교육공
동체

3-1 돌봄학습공간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
3-2 함께여서 즐거운 한어울예술단 운영
3-3 온마을 배움터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3-4 글로벌앞산사업
3-5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교육돌봄사업

3-6 교육복지자원봉사단 운영
3-7 남구영유아체험센터 운영
3-8 배우Go꿈꾸고Go 희망-배움 나눔사업
3-9 장애공감 수어보급사업
3-11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3-12 교육-돌봄 네트워크 구축     
     「허그인·허그맘」

생활과 
복지를 잇는 
고용복지
체계 구축

4-1 취창업 코칭 프로그램 구축
4-2 공유형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3 행복센터 연계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업
4-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4-5 우리 지역 고용공동체 사업
4-6 일하는 행복한 노후           
    노인인력파견지원사업
4-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징검다리 사업
4-8 자활동기부여 사업

세대가 공감
하는 소통형 
나눔공동체 

5-1 청소년 문화 활성화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
5-2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5-3 재능나눔 여가문화 확산

5-4 앞산과 함께하는 건강여가문화 사업
5-5 행복가정 여가문화 만들기
5-6 주민어울림 구립도서관 운영

환경-주거복지
일체형 
환경도시

6-1 명품도시 창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6-2 주민참여 도시재생 인식 개선사업
6-3 3-Go남구희망기동대
6-4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6-6 주민 친화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몸과 마음이
편안한 건강
도시

7-1 생애주기별 힐링, 카운슬링 운영
7-2 뇌청춘을 돌려다오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7-3 100세까지 반짝이는 건강치아 만들기 

7-4 정신장애인 지역 어울림 사업
7-5 건강Up 행복Up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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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
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복지공동체 
형성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지원
노력도
(백만원)

139 143 140 145 150 160 2,160 1,628 164 166

1-1
마을복지

공동체 남구
희망앰뷸런스

○
희망앰뷸런스

활동인원
900 900 1,100 1,150 1,200 - - - - -

‘‘20년
목표상향 

조정

1-2
정이품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
특화사업
추진 수

13 13 13 13 13 5.5 5.5 5.5 5.5 5.5

1-3
나눔공동체

사업
○

모금목표액
(백만원)

102 102 104 106 108

102 102 104 106 108
나눔문화
참여인원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원대상자
인원

500 500 520 540 560

1-4
거점형 

마을공동체 
사업

○ 이용인원 200 200 - - - - -
‘20년
폐지

1-5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

워크숍개회 
횟수

1 1 1 1 1

7 7 7 7 7
워크숍 

참여인원
230 230 230 230 230

1-6
지역복지

모니터 사업
×

모니터단 
참여 

정책건의 수
20 20 20 20 20 - - - - -

1-7
주민어울림의장 

복지한마당
× 개최 횟수 1 1 1 1 1 45 45 45 45 45

1-8
사회보장

신규사업 발굴
×

신규사업
발굴건수

- 3 3 3 3 - - - - -

1-9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

센터 건립 
추진율(%)

- - 15 50 100 - 2,000 1,466
‘20년
신규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 마련

통합사례관리
수행실적

1,000 1,000 1,100 1,200 1,300 227 2,020 2,632 1,982 182

2-1
-1

 고독사Zero
 프로젝트 

 카카오복지
 사업

○

돌봄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명수

1,000 1,000 1,100 1,200 1,300

1 5.2 - - -
카카오친구 
사업참여자 

명수
100 1,000 1,100 1,200 1,300

 2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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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
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1
-2

 
커뮤니티케어

를 위한 
통합보건복지
사례관리(통
합돌봄선도사

업)

○
통합사례서비
스연계 건수

- 500 900 1,020 0 - 1,775.5 2,329.5 1,800 -

‘19년
통합돌봄
선도사업
내용변경
(‘21년
완료)

2-1
-3

 온마실 
돌봄공동체 
세대공감 

행복100세프
로젝트

○

삶의 만족척도
점수향상 정도

증가율(%)
5 7 10 15

- 7.7 10.7 10.7 10.7

‘20년
세부사업
추가 및
예산증가주민인식변화

율(%)
5 7 10 15

2-1
-4

 고독탈출 
독거노인

단짝친구 맺기
○

참여율(%) 80 80 90 90

5 6 6 6 6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척도(%)
50 60 70 70

고독감(소외
감) 척도(%)

50 60 70 70

삶의 만족도
(주관적안녕
감) 척도(%)

50 60 70 70

2-1
-5

민간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

참여대상자
안부확인율(%)

70 70 80 80 80

14 14 16 16 16
삶의 만족도 

향상(%)
70 70 70 80 80

2-1
-6 

민간긴급
지원사업

×

대상자 발굴 
및 지원수(%)

100 100 - - -

- - - - -
‘20년
폐지희망마켓지원

생필품
지원건수

50 - - -

2-1
-7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공간운영 
방문인원

6000 6000 6000 6000 6000

79 84 86 86 86상시프로그램 
참여인원

1500 1500 1500 1500

가족품앗이
(그룸)

10 10 10 10

2-1
-8

돌봄인프라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

8.9 10 12 14 16 120 120 120 - -

‘19년
예산 및

성과
지표변경 

2-1
-9 

중증장애인가정
기능강화사업

×
서비스

제공시간
1000 1000 1000 1000 1000 8 8 8 8 8

2-1
-10

사회적고립가구
통합서비스
지원센터 

「나 혼자산다」

×

삶의 만족 
척도 

점수향상정도
(%)

- - 5 5 5 - - 6.17 6.17 6.17
‘20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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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
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1
-11

청년발달장애인
사회적돌봄사업

×
돌봄대상자 

틈새돌봄제공
(건)

- - 15 15 15 - - 50 50 50
‘20년
신규

2-2
-1 

위기사례발굴 
및 학대예방
보호시스템

운영

○

협력체계구축 4 4 4 4

- - - - -
사례건수 270 290 310 330

통합사례회의
건수

3 3 5 5

홍보건수 20 20 20 20

2-2
-2

자살예방 조기
개입 체계 

구축
○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명)
2900 3100 3200 3300 3400 - - - - -

2-2
-3

범죄피해자, 
가해자 가족
긴급지원

○
연계대상자

(명)
15 15 15 15 15 - - - -  -

2-2
-4

가족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

×
모니터링 
실시 인원

15 15 15 20 20 - - - -  -

2-2
-5

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교육실시건 30 30 30 35 35

- - - -  -
교육참여자수 900 900 900 1050 1050

2-1
-6

인권문화
콘서트

×

문화기회제공 
행사건수

2 2 2 2 2
- - - -  -

참여자수 200 200 200 300 300

3
모든 세대가 
행복한 미래
교육 공동체

평생학습
참여율

10.15 10.3 10.5 10.8 11 2350 2065 2124 2124 2124

3-1
돌봄 학습공간 
온마을아이맘

센터 운영
○ 이용자수 10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4 215 207 207 207

3-2
함께여서 즐거운 
한어울예술단 

운영
○

예술단
참여인원

100 100 70 70 70
76 31 10 10 10

‘20년
목표치
조정발표회 횟수 1 1 1 1 1

3-3
온마을배움터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 참여동 수 9 9 9 9 9 158.6 171 171 171 171

3-4
글로벌

앞산사업
○

체험프로그램
참여실적

200 200 200 200 200 8.5 9 9 9 9

3-5
지역자원연계 
방과 후 교육

돌봄사업

○

지역아동센터 
연계프로그램 

참여횟수
240 240 200 200 200

366 130 198 198 198
‘20년
목표치 
조정

국가근로저소득 
자녀학습봉사 

70 70 150 150 150

드림스타트
사례참여아동

수
250 250 280 28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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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
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6
교육복지자원
봉사단 운영

×
봉사활동참여

학생수
100 100 100 100 100 9 2 3 3 3

3-7
남구영유아

체험센터 운영
×

연간이용아동
비율(%)

- 24 25 25 25 9 9 9 9 9
‘19년 

성과지표
변경

3-8
배우Go꿈꾸Go 
희망배움나눔 

사업
×

수강료 
감면자

15 15 15 15 15 - - - - -

3-9
장애공감 

수어보급사업
×

영상도서자료
배부수(%)

80 80 80 80 80

- - - - -
‘19년

성과지표
변경교육참여자수

(%)
80 80 80 80 80

3-10
주민욕구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 지원자수 1400 1400 1400 1400 1400 1286 1286 1286 1286 1286
‘20년
제외

3-11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

프로그램
운영수

60 60 60 60 60

253 212 212 212 212

이용인원 1500 1500 1500 1500 1500

3-12

교육-돌봄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허그인·허그맘」

×
교육돌봄네트

워크 구축
(명)

- - 29 29 29 - - 19 19 19
‘20년
신규

4

생활과 복지를 
잇는 

고용복지체계 
구축

고용-복지상
호연계서비스

실적
(상담건수)

1000 1000 1000 1000 1000 850 1212 1123 1123 1123

4-1
취장업 코칭 

프로그램 구축
○

직업훈련교육
실적

1000 1000 1000 1000 1000

6.55 92 92 92 92
취창업

상담건수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창업 
연계수

120 120 120 120 120

4-2
공유형일자리
지원센터운영

○
고용서비스 

제공
150 150 150 150 150 55 72 72 72 72

4-3
행복센터 연계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업
○

프로그램연간
운영회수

34 34 34 34 34 83.1 83.1 64.68 64.68 64.68

4-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운영현황

19 20 25 25 25
688 947 870 870 870

‘20년
성과목표
상향조정

지원인원 300 310 340 340 340

4-5
우리지역 
고용공동체 

사업
○

네트워크 
구축

12 12 12 12 12
- - - - -

고용관련 
홍보

1500 1500 1600 1700 1800



제4기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24 |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
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4-6

일하는 
행복한노후 

노인인력파견
지원사업

×
취업

연계자 수
(명)

100 100 100 100 100 15 15 15 15 15

4-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징검
다리 사업

×

취업유지율
(%)

- 90 90 90 90

0.89 4 4 4
‘19년

성과지표신규작업장
발굴(건)

- 4 4 4 4

4-8
자활동기부여 

사업
×

자활사업
참여률(%)

10 10 15 20

2.5 2.5 5 5 5
맞춤형 교육 

실적
300 500 700 900 1100

취창업률 10% 10% 10% 10%

5
세대가 공감하는 
소통형 나눔
문화공동체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4년 주기
욕구조사)

33.2 28 625 644 711 711 711

5-1
청소년 문화

활성화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

○ 개최수 7 7 7 7 7 97 97 97 97 97

5-2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

배우육성
프로그램 
수강인원

- 1,500 1,500 1,500 1,500 174 175 190 190 190
‘20년

성과지표
변경

5-3
재능 나눔 

여가문화 확산
○

나눔봉사
아카데미교육

60 60 60 60 60

8 8 8 8 8동아리 
참여인원

57 57 57 57 57

콘서트개최 1 1 1 1 1

5-4
앞산과 함께하는 
건강여가문화 

사업
○

자락길행사 
참여인원

3000 4000 5000 5000 5000 30 40 40 40 40

5-5
행복가정 여가
문화 만들기

×

회기별 
참여율80%

(300명)
이상달성

300 300 300 300 300

1.9 1.9 1.9 1.9 1.9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4.0
이상달성

4.0 4.0 4.0 4.0 4.0

5-6
주민어울림 

구립도서관 운영
×

구립도서관 
이용 현황

(명)
55000 60000 130,500 130,500 130,500 314 322 374 374 374

‘20년 
목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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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
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
환경-주거복지 

일체형 
환경도시

주거환경불만
인식률

(4년 주기
요구조사)

32 28 324 11651 2958 2774 274

6-1
명품도시 창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커뮤니티 
시설 조성

(건)
1 1 1 1 1 10,826 2545.5 2500 -

‘20성과
지표변경

6-2
주민참여 
 도시재생 

 인식개선사업
○

주민참여도 
향상

(주민제안빈도)
2 2 2 2 2 100 312 238 100 100

‘20
성과지표 
1개삭제

6-3
3-Go(살피Go,
고치Go,즐겁Go) 
남구희망기동대

○ 연계대상수 190 190 190 190 190 74 74 74 74 74

6-4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

노인냄새 
완화

3 4 6 7

- - - - -사회적 
고립감 해소
(감소율%)

1 2 4 5

6-5
수집증후군 
지원사업

×

주거환경 
개선 수

3 4 5 6

- - - - -
‘19년
폐지

저장강박 
진단

1 2 3 4

사회지지
체계 수

1 2 3 4

6-6
주민 친화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정비사업 
개소수

8 8 5 5 5 150 439 100 100 100
‘20년

목표수준
변경

7
몸과 마음이 

편안한 
건강도시

정신건강프로
그램참여

650 700 750 800 850 557 934 1135 1135 1135

7-1
생애주기별 힐링,
 카운슬링운영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프로
그램 참여

650 700 750 800 850 2 2 2 2 2

7-2

 뇌청춘을 
 돌려다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

치매조기검진
자수

6400 6400 6400 6500 6600

528 836 1036 1036 1036

‘20년
성과지표 
1개삭제
목표수치
상향조정

프로그램
운영횟수

70 70 180 180 180

7-3

100세까지 
 반짝이는 
 건강 치아

 만들기

○

프로그램
연인원

12800 12800 12800 12800 12800
19.9 88.5 88.5 88.5 88.5

프로그램
만족도

95 95 95 95 95

7-4
 정신장애인 
 지역어울림 

사업
×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 

프로그램참여
인원

- 640 640 640 640 0.044 1 1 1
‘19년 

성과지표
변경

7-5
건강Up행복Up
지역중심재활

사업
×

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의뢰건

500 500 500 500 500
7 7 7 7 7

프로그램
만족도(%)

90 95 95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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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사협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문서번호) 
전 후

1-1
마을복지 공동체 

남구희망
앰뷸런스

-성과목표
 희망앰뷸런스 
 활동인원 900명

-성과목표
 희망앰뷸런스 
 활동인원 1,100명

-인적안전망 사업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목표 상향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1) 신설 및 폐지(제외) 사업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사유
지사협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1-4
거점형 

마을공동체 
사업

제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적 
사업

-연계 위탁기관의 사업의 낮은 효과성 
등으로 사업제외 의견 및 계획시행 모
니터링 및 평가회의 의견

‘19.10.30
비해당

(국비사업제외)

1-9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신규 -복지인프라 구축 ‘19.10.30

비해당
(신설 및 

민간기관사업)

2-1-6 민간긴급지원 폐지
-추진민간기관의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 
 미추진

‘19.10.30
비해당

(민간기관사업)

2-1-10

사회적고립가구 
통합서비스지원
센터「나 혼자 

산다」

신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독거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2020년부터 신규추진
‘19.10.30

비해당
(신설 및 

민간기관사업)

2-1-11
청년발달장애인

사회적 
돌봄사업

신규

-성인기로 진입한 청년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 및 가족지원사업

-2019년6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선
도사업과 연계하여 민간기관이 추진
하는 신규 사업임

‘19.10.30
비해당

(신설 및 
민간기관사업)

3-10

주민욕구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제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폐지 

‘19.10.30
비해당

(국비사업제외)

3-12

교육-돌봄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허그인·허그맘」

신규
-학교부적응 아동의 학교적응향상을 
위한 가족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업

‘19.10.30
비해당

(신설 및 
민간기관사업)

  2) 변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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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사협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문서번호) 
전 후

2-1-3

온(溫마)실 
돌봄공동체 
「세대공감 
행복100세」 
프로젝트

-세부추진 사업
 내용 추가
 건강백돌잔치 
대명사회복지관 
사업 추가

-2018년 신설된 수행기관
인 대명사회복지관 사업 
추가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2-1-5
민간 고독사 
예방지원사업

-세부추진 사업
 내용 추가
 노인고독사예방
사업「땅콩」 대
명사회복지관 
사업 추가

-2018년 신설된 수행기관
인 대명사회복지관 사업 
추가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3-2

함께여서 
즐거운 

한여울예술단 
운영

-성과목표 :
 참여인원100명
-예산 : 
 31백만원

-성과목표 : 
 참여인원70명
-예산 : 10백만원

-당초 공모예산 지원기
간 종료 등 예산감소
로 성과목표 하향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3-5
지역자원연계 
방과 후 교육 
돌봄사업

-성과목표
 참여횟수:240,
 자녀학습봉사 70, 
사례참여아동수 250

-성과목표
 참여횟수:200,
 자녀학습봉사 150, 
사례참여아동수 280

-성과 목표치 조정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4-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성과목표
 사회적기업마
을기업 운영현
황 21

-성과목표
 사회적기업마을
기업 운영현황 
25

-성과 목표치 상향 조정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5-2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성과지표:
 운영프로그램 수

-성과지표:
 프로그램 수강
인원

-단순 프로그램 수가 아닌 
참여인원 증대로 지표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5-6
주민어울림 
구립도서관

운영

-성과목표
 65,000명

-성과목표 :
 130,500명

-성과 목표치 상향조정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6-1
명품도시 창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성과지표및목표
 도시재생공모 
참여횟수 1회

-성과지표 및 목표 
 커뮤니티 시설 
조성 시설개소 
수 1개소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성과지표로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6-2
주민참여 
도시재생 

인식개선사업

-성과지표:
 주민조직 1개
 주민참여도
 향상2개

-성과지표
 주민조직 1개
 삭제

-도시재생 추진 시 
 기 조직됨에 따라 
 성과지표 삭제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6-6
주민 친화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예산 : 
 150백만원
-목표수준 : 
 8개소

-예산:
 100백만원
-목표수준 : 
 5개소

-예산 및 목표수준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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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사협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문서번호) 
전 후

7-2

 뇌청춘을 
 돌려다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성과지표
 조기검진프로
그램 참여자수, 
신규 치매등록
자수, 프로그램
운영횟수(70회)

-성과지표
  신규 치매등록
자수 삭제, 

 프로그램운영수
180회

-성과지표 1개 삭제 및
 목표지표 상향조정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Ⅱ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전략1]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복지공동체 형성
전략2] 생애주기별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 마련
전략3] 모든 세대가 행복한 미래교육공동체
전략4] 생활과 복지를 잇는 고용복지 체계 구축
전략5] 세대가 공감하는 나눔 소통형 문화공동체
전략6] 환경-주거복지 일체형 환경도시
전략7] 몸과 마음이 편안한 건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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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복지공동체 형성

성과지표명 지표산식 성과목표
전략

예산(백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노력도

협의체 
운영비+사업비+민간

상근간사 인건비
140(백만원) 1,628

사업
번호

세    부   사   업   명
중점
추진
여부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

(백만원)

1-1
마을복지공동체 

남구희망앰뷸런스
○

희망앰뷸런스
활동인원

1,100 1628

1-2 정이품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 특화사업 추진 수 13

1-3 나눔공동체 사업 ○

모금목표액(백만원) 104

5.5나눔문화 참여인원 1000

지원대상자 인원 520

1-5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역량 강화
워크숍개회 횟수 1

104
워크숍 참여인원 230

1-6 지역복지모니터 사업
모니터단 참여 
정책건의 수

20 7

1-7 주민 어울림의 장 복지한마당 개최 횟수 1 -

1-8 사회보장 신규사업 발굴 신규사업 발굴건수 3 45

1-9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센터 건립 
추진율(%)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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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을 복지공동체 『남구희망앰뷸런스』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1 
마을복지공동체 

남구희망앰뷸런스
V

이창지 행복정책과 복지기획 053-664-2547

김효진 행복정책과 통합돌봄 053-664-2608

각동 행정복지센터 맞춤복지 -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지역단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가구의 체계적 관리와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2019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됨에 따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및 증진사업  

        추진으로 목표 상향 조정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남구희망앰뷸런스』 구성 : 13개동 962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구성  : 1,086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남구희망앰뷸런스 사업 운영

      Ÿ 「남구희망앰뷸런스」 구성 : 13개동 957명

       - 13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14명

       - 13개동 민간사회안전망 회원 418명

       - 13개동 복지통장 325명

      Ÿ 사업내용

       - 찾아가기 : 지역 내 독거노인, 환자가구, 장애인세대 등 어려운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발굴하기 : 지역 내 어려운 주민 및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행정복지센터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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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기

       - 보살피기 :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 수행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Ÿ 사업 대상 : 구성인력 13개동 동 협의체 214명

       - 위원장 : 공동위원장(동장, 민간위원장)

       - 간  사 : 동 복지업무담당(자)

       - 위원위촉 : 각 동별 순회 위촉장 전달(위촉권자 : 구청장)

      Ÿ 사업 내용 

       - 발굴·조사반(10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유관기관 연계․협력체계 확보

       - 나눔·지원반(10명) : 지역자원 발굴․육성, 자원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동 지역  

    특수사업 발굴 및 추진

       - 동 복지대상자 발굴, 지역자원 발굴,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 민간사회안전망, 복지통장제, 복지위원 등과 긴밀한 연계활동

       -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남구희망앰뷸런스’ 활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Ÿ 사업 대상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016명

      Ÿ 사업 내용

       - 주변 이웃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 복지자원 개발 및 연계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인적안전망 관리 및 교육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동 행정복지센터
동 특화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민간기관

동 협의체

동 특화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민간사회안전망

복지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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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900명 1,100명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명수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인적안전망 활동인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결과보고서 1,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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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이품』 마을공동체 특화 사업

- 정이 넘치는 마을공동체가 이웃을 따뜻하게 품다! -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2 
정이품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V

이창지 행복정책과 복지기획 053-664-2547

각동 행정복지센터 맞춤복지 -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개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1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Ÿ 동별 1마을 1특화사업 계획 및 시행

      Ÿ 운영비 동별 400천원 지원 

      Ÿ 사업예산 : 5,500천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생활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 예산 확보, 
경연대회 실시 

동단위 지역문제 해결 및 
특화사업

동행정복지센터 동 특화사업계획 실시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특화사업 예산지원 및 
사업운영모니터링

동협의체 동 특화사업계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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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건) 특화사업13 특화사업13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5.5 5.5

지방비

소계 5.5 5.5

시도비

시군구비 5.5 5.5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특화사업 운영 특화사업 건수 특화사업계획자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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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눔공동체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3 
나눔공동체 사업

(2천원 행복플러스)
V 김현정 행복정책과 행복정책 053-664-2513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

      이웃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여 소외계층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 부여

      2천원 행복플러스 사업 및 집행계획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구분 금액 내용 비고

이웃지킴이

SOS 사업
60,000

 - 가구원 1~2인 200천원 이내
 - 가구원 3인 이상 300천원 이내
 - 기타 필요시 동장추천으로 500천원 이내(생계비,의료비 등)

명절맞이

복지시설 지원
40,000

 명절관련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
 (1개소당 1,500천원 이내)

이웃지킴이

교복지원사업
30,000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지원
 (200천원 × 150명)

이웃지킴이

다문화센터(가정)지원
3,000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정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15,000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지원
 (100천원 × 150명)

행복디딤돌

나눔사업
6,000

 남구사랑지 행복디딤돌 나눔코너 사연게재 저소득주민
 생계·의료·교육비 지원
 (500천원 × 1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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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사업절차 및 방법

      - 1인 1계좌(계좌당 2천원) 후원/기부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한 지정 기탁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기부처 발굴, 후원업무총괄  - 후원업무 연계

 - 지정기탁 지원

 - 2000행복플러스 운동 참여
행정복지센터 후원처 발굴, 후원 연계

민간기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지급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000 1,0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02 104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민간모금) 102 104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모금 목표달성도 연간 기부현황
공동모금회 

자체자료(기부현황)
104백만원

나눔문화 

참여인원
연간 기부명부

공동모금회 

자체자료(기부명부)
1000명

지원대상자 인원 연간 지원명부
공동모금회 

자체자료(지원명부)
5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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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5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정순화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053-259-2542

이창지 행복정책과 복지기획 053-664-2547

김재덕
남구사회복지

행정연구회
회장 053-664-3701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공동체조성

      민관의 실무자들이 모여 지역복지를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신규 복지직공무원으로 갖추어야할 실무능력 함양으로 조직적응 향상 및 직무 역량 제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민간기관 종사자 및 복지관련 공무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사회복지종사자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 사업 대상 : 민관 사회복지업무종사자 

      • 사업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및 민관의 복지서비스 정보공유 등

       -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획총괄분과 주관의 업무협의를 통해 당해 시점의 현안  

   및 교육대상자들의 욕구에 의거 주제 및 방법 선정

       - 교육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여 차기에 반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민관 협력의 필요성 강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사업(선진지견학등)

      • 사업 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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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사업 

      • 사업 추진체계

      사회복지직 신규공무원 OJT교육

      • 사업 시기 : 신규복지직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

      • 사업 대상 : 당해연도 신규 사회복지직공무원

      • 사업 내용 

       -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 및 업무흐름 안내

       - 복지부문별 지침 및 전산실무

       - 민원상담요령 및 타기관 연계

       - 관내 주요 사업 현장 투어 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생활과

교육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행정지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참여
행정복지센터 동협의체  참여

민간기관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신규공무원OJT교육 실시 
교육실시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사업 실시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230 23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7 7 워크숍 7백만
OJT교육 비예산

지방비

소계 7 7

시도비

시군구비 7 7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워크숍 실시 실시회수 결과보고서 1회

워크숍 교육 
참여인원

참여인원 워크숍 교육 참여인원 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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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복지 모니터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6 지역복지모니터사업
정연오 행복정책과 복지기획 053-664-2543

정나리
남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팀장 053-624-138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상시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의 실행력 평가 및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단 구성

      Ÿ 구     성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15명 (1년)

      Ÿ 운영내용

       -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 민관협력행사(남구복지한마당 등) 참여․진행 등

       - 주요 사회보장 기반조성사업 현장 모니터링

      연차별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통합TF팀 운영(모니터링 포함)

      Ÿ 사업 대상 : 연차별 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통합TF팀 운영

      Ÿ 사업 내용 

       - TF 참여부서․기관 : 공공·민간 TF팀 구성

       - 제4기 연차별계획 시행결과 모니터링(실무부서 및 실무분과 의견수렴) 및 평가

       - 우수 지역사업 발굴 및 시행계획에 적극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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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운영절차

     

      청소년정책위원회 모니터 사업 운영

      Ÿ 구     성 : 청소년정책위원회(20~25명)

      Ÿ 내     용

       - 복지박람회 등 지역사회 행사 등 운영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청소년의 시각에서 사업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이 직접 정책사업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인 환경조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참여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민간기관

협의체 실무모니터단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익년도 계획 반영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사회정책 운영 모니터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건) 20 20
 생활공감 19건

 청소년   1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모니터단 참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및 

청소년정책위원단 정책 건의 건
정책건의서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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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민어울림의 장 「복지한마당」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7 
주민어울림의 장

「복지한마당」

정순화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053-259-2542

이진영 행복정책과 복지기획 053-664-254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복지기관·단체의 지역사회 활동 및 상호협력으로 복지역량 강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

      소통과 화합의 축제 한마당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복지축제 추진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지역 주민(방문예상인원 30,000명정도)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빨래터축제와 연계 시행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기관․단체 55개 기관정도 참여

      • 특설무대 운영 

       - 개회식, 복지퍼포먼스, 주민장기한마당, 문화공연 등

       - 장소 :  특설무대 : 돈도감(구. 어도감) 주차장

      • 주민체험부스 운영

       - 복지기관 및 관련단체의 주민체험부스 45개 정도

       - 장소 : 앞산맛둘레길 일원(온천골식당 ~ 벽천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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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복지한마당 계획 수립 
주민안전 등 진행 전반

기획 및 운영 전반 협의
주민재능공연 및  체험참여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복지한마당 총괄 추진

기관 55개정도 부스운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회) 1회 1회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5 45

지방비

소계 45 45

시도비

시군구비 45 45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복지한마당 개최 1회 개최
계획서 및 각종사진 

자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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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보장 신규사업 발굴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8 
사회보장 신규사업 

발굴

정순화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053-259-2542

이진영 행복정책과 복지기획 053-664-254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역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의 발굴 및 민·관협력을 통한 확대 운영 체계구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사회보장사업 수행 공무원 및 관련 기관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Ÿ 민·관의 신규 사업 발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릴레이 분과회의 등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 관의 사회보장관련 부서별 특수 시책 발굴

      Ÿ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한 수행 후 성과 모니터링

       -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협의체 모니터링 회의 후 지속여부 

      Ÿ 확대실시 지원 

       - 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반영 지속적 모니터링

       - 지역전체 파급토록 예산, 홍보 등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관의 특수시책 발굴
신규사업발굴
신규사업에 대한 참여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릴레이분과 회의 등 신규 
발굴, 사업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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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건) 3건 3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신규사업
발굴

신규사업
발굴건 수

발굴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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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9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오정미 복지지원과 고령사회 053-664-252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구축으로 아이와 어르신이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조성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신규

      남구 노인지회 및 어르신 일자리지원전문기관인 시니어 클럽의 시설 노후화

및 이용 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 민원발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에 따라 노인 및 아동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지거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됨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8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복지 인프라 구축(노인지회, 시니어 클럽 등 복지기관)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위    치 : 대구 남구 대명동 1600-4번지 외 2필지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국비 4,470, 구비 5,530)

      사업규모 : 대지 2,446.5㎡, 지상3층(연면적2,500㎡) 정도

      내    용 : 달성교육지원청 부지 매입 후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신축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복지지원과 복지거점센터 
센터 신축에 따른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민간기관

남구노인지회  신축 후 사무실 이전 및 

운영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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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건) 부지매입 설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000 1,466

지방비

소계 1,000 733

시도비

시군구비 1,000 733

기타(재원명칭:  국비 ) 1,000 733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센터 건립 추진율 업무추진율/목표추진율 예산 및 보고서
15%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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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세    부   사   업   명
중점
추진
여부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

(백만원)

2-1-1
 고독사Zero 프로젝트 

 카카오복지사업
○

돌봄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명수 1,100
-

카카오친구 사업참여자 명수 1,100

2-1-2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통합보건복지사례관리
(통합돌봄선도사업)

○ 통합사례서비스연계 건수 900 2,329.5

2-1-3
 온마실 돌봄공동체 세대공감 

행복100세프로젝트
○

삶의 만족척도 점수향상율(%) 7
10.7

주민인식변화 증가율(%) 7

2-1-4
 고독탈출독거노인

단짝친구 맺기
○

참여율(%) 80

6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척도(%) 60

고독감(소외감) 척도(%) 60
삶의 만족도(주관적안녕감) 

척도(%)
60

2-1-5 민간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참여대상자 안부확인율(%) 80

16
삶의 만족도 향상(%) 70

2-1-7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공간운영 방문인원 6,000

86상시프로그램 참여인원 1,500

가족품앗이(그룹) 10

2-1-8 돌봄인프라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 12 120

2-1-9 중증장애인가정 기능강화사업 서비스 제공시간 1,000 8

2-1-10
사회적고립가구 통합서비스지센터 

「나 혼자산다」
삶의 만족 척도 점수 

향상정도(%)
5 6.17

2-1-11 청년발달장애인 사회적돌봄사업 돌봄대상자 틈새돌봄제공(명) 15 50

2-2-1 
위기사례발굴 및 학대예방

보호시스템 운영
○

협력체계구축 건수 4

-
사례건수 290

통합사례회의건수 3
홍보건수 20

2-2-2 자살예방 조기개입 체계 구축 ○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명) 3,200 -

2-2-3 범죄피해자,가해자 가족 긴급지원 ○ 연계대상자 15 -

2-2-4
가족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
모니터링 실시 인원 15 -

2-2-5
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교육실시건 30

-
교육참여자수 900

2-1-6 인권문화콘서트
문화기회제공 행사건수 2건

-
참여자수 200

전략2  생애주기별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 마련

성과지표명 지표산식 성과목표
전략

예산(백만원)
통합사례관리수행실적 - 1,100명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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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고독사Zero 프로젝트 「카카오복지」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1 
고독사ㆍ돌봄 사각지

대 Zero사업
V

이진영 행복정책과 통합돌봄 053-664-2542

김효진 행복정책과 통합돌봄 053-664-260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돌봄사각지대 발굴로 지역주민 복지 만족도 향상

      민관협력사업으로 이웃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율적, 창의적 복지전달 체계 개선

      사회보장급여법,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동 복지기능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관내 40세 이상 64세 미만 1인 가구

     관내 복지사각지대 가구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카카오복지사업

      Ÿ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 1인 가구 세대 

      Ÿ 사업내용

       -  카카오톡 친구 사업 

        ·1인가구 대상 카카오톡 친구사업 안내 및 신청

        ·신청자에 대해 일련번호+이름 등록   

        ·정기적으로 주1회 안부 메시지 발송 후 골든타임 6시간 이내 안부 확인 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 통한 위기 상황 여부 확인

        ·복지서비스 등 정보제공 매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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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플러스 사업 

        ·동협의체 또는 행정복지센터 카카오계정 만들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 관변단체 가입

        ·복지사각지대 신고/접수 통한 발굴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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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

      Ÿ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

       -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국민연금 체납 등 대상자 조사 발굴

       - 화재, 천재지변, 의료위기, 고용위기, 위기학생 등 대상자 조사 발굴 

       - 기초수급 및 긴급 신청 탈락자 조사 발굴

      Ÿ 발굴 대상자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동별 맞춤형복지팀 교육, 

위기가구 DB구축 및 대상자 
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

정기적인 민관합동 조사 실시
관내 이웃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행, 
민간인적안전망 교육 등

민간기관

동 협의체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개발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000 1,1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5.2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카카오친구 
사업참여자명수

카카오친구사업참여자 
수/목표수*100

카카오친구 가입건 수 1,100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명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명수

동 사례관리 자료 1,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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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통합보건복지사례관리(통합돌봄선도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2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통합보건복지사례관리
(통합돌봄선도사업)

V 최영광 행복정책과 통합돌봄 053-664-254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사는 곳에 기반을 둔 돌봄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지역사회내에서 장애인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서(‘19. 5)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2019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공모 선정

       기존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통합보건복지사례관리 사업을 통합돌봄선도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 추진함.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6월 1일 ~ 2021년 5월 30일

   ② 사업 대상 : 남구 관내 장애인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장애인 자립주택지원

      Ÿ 대상 :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

      Ÿ 내용 :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택제공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Ÿ 대상 : 자립생활주택 생활 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이주하는 대상자

      Ÿ 내용 : 탈자립주택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Ÿ 대상 : 장애세대 중 기본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세대

      Ÿ 내용 :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안전용품 지원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Ÿ 대상 : 만성질환 및 장애관련 건강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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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내용 : 건강케어플랜제공, 질병, 건강,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진료의뢰 및 연계

      올바른 약물복용 방문약사

      Ÿ 대상 : 약물이용이 많은 만성질환 장애인

      Ÿ 내용 : 가정방문 약정리 및 복약상담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등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Ÿ 대상 : 병원 퇴원 장애인

      Ÿ 내용 : 장애인 재활평가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보건서비스 연계

      자립주택 입주자 종합 건강검진

      Ÿ 대상 : 시설 퇴소 장애인

      Ÿ 내용 : 종합건강검진 서비스

      방문재활치료 및 보조기기지원

      Ÿ 대상 : 재가 장애인

      Ÿ 내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행동치료, 미술심리치료, 인지학습 등

      집중형 건강관리모델 실증사업

      Ÿ 대상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 및 진료기록 없는 장애인

      Ÿ 내용 :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대상자별 방문진료 등 대상자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

      Ÿ 대상 :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

      Ÿ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맞춤형 건강식 배달

      Ÿ 대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로 식단조절이 필요한 장애인

      Ÿ 내용 : 맞춤형식단 제공(당뇨식, 저염식, 유동식)

      스마트 돌봄 환경조성

      Ÿ 대상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 장애인

      Ÿ 내용 : 가구 내 IOT/AI 등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돌봄 가족 지원

      Ÿ 대상 : 청년 발달장애인 및 가족

      Ÿ 내용 : 야간 및 틈새 돌봄서비스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서로 돌봄 품앗이 공동체 운영

      Ÿ 대상 : 남구 관내 장애인

      Ÿ 내용 : 차량나눔, 돌봄나눔, 의료기기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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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통합돌봄팀
커뮤니티케어 사업운영,

지역케어회의 개최

대상자 발굴 
중점사례 공유 
기관별 지원가능  
서비스 논의

남구보건소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 

지원사업

행정복지센터
케어안내창구운영, 동사례관리,

자원연계

공공
기관

대구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남구자원봉사센터 맞춤형건강식 배달사업

남구평생학습관 장애인 평생학습관 운영

대한주택공사 탈시설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국민연금공단 수성지사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 제공

민간
기관

영남대학교병원 사업관련 업무협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맞춤형 건강식 식단 컨설팅

대구대학교
장애감수성 찾아가는 이동대학 

운영지원

LG유플러스 스마트 홈 서비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돌봄 가족 지원

대명사회복지관
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문화나들이 사업 운영

대구대재활과학원
방문재활치료 및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문화나들이 지원

       Ÿ 대상 : 남구 관내 장애인

       Ÿ 내용 : 영화, 공연, 체험, 여행 등 문화 및 여가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Ÿ 대상 : 성인발달장애인

       Ÿ 내용 :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및 직업활동 지원

      Ÿ 대상 : 직업훈련, 고용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Ÿ 내용 : 직업재활 보호작업 직업훈련 및 체험활동

      장애인 평생학습관

      Ÿ 대상: 남구 관내 장애인

      Ÿ 내용: 남구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참여

   ④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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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구남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대구재활복지센터

꿈터장애인활동지원센터

보경활동지원센터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남구의사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남구약사회
올바른 약물복용 방문약사 사업 

지원
웰빙전통안마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앞산베네스트
더불어남구보호작업장

어울림보호작업장
대구전환서비스센터

청인보호작업장

대구경북연구원 사업 컨설팅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제공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 제공

남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지역네트워크 연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2021)

사업량 (단위: 명) 500 900 1,02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775.5 2,329.5 1,800

지방비

소계 887.75 1164.75 900

시도비 443.875 582.375 450

시군구비 443.875 582.375 450

기타(재원명칭: 국비 ) 887.75 1164.75 900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연계실적 결과보고서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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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온(溫)마실 돌봄공동체 세대공감 행복100세 프로젝트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3 
온(溫)마실 돌봄공동체 
“세대공감 행복100세 

프로젝트”
V 정소진

남구종합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053-476-7700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지역 사회 돌봄에 대해 공동체적 접근을 통하여 참여 이용자 개별 특성에 맞는 욕구 해결

       주민과의 교류에 기반 한 돌봄을 통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가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남구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마실아띠 프로그램 (남구종합사회복지관)

      Ÿ 사업대상 : 대구 남구 대명2동 1인 가구 노인 15명 및 지역주민 5명

      Ÿ 1인 가구 노인 Total Care 프로그램

       - 일상생활영역 : 안부확인, 세탁지원, 주거환경개선, 부식지원

      Ÿ 경제영역 : 소득 창출을 위한 부업활동 지원

       - 여가‧문화영역 : 마실아띠와 함께 특별 외부활동 프로그램 진행

       - 교육‧상담영역 : 치매예방교육, 생활정보교육, 마을공동체교육 및 상담 진행

      Ÿ 마실아띠 양성프로그램

       - 교육 : 활동가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 활동 : 핵심참여자의 1:3 매칭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활동

      Ÿ 우리마실 TOP동네 만들기 프로그램

       - 우리마실 Total Care : 마을 환경 개선, 소규모 주거환경개보수, 방범활동

      건강백돌잔치 (대명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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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사업대상 : 남구지역 100세 주민 10명

       - 100세어르신 생신잔치

       - 장수선물전달 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대명2동행정복지센터
- 참여자 추천 및 동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연계 협력

 협약 체결
 사업 홈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및 지역 내 추천민간기관

대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연계

대구남구시니어클럽
- 마을환경개선 활동
- 소규모환경개보수, 방범 

대구시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 참여자 마을공동체 교육 연계

대구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참여자 심리상담 연계

대구남구세탁협회 - 참여자 세탁지원 연계

대구남구치매안심센터 - 참여자 치매예방교육 연계

대구남구자원봉사센터 - 활동가 모집 및 홍보 연계

The 포 - 참여자 밑반찬서비스 연계

The 찬 - 참여자 특식지원서비스 연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5명 2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7.7 10.7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민간공모  ) 7.7 10.7  남구-7.7,대명3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삶의 만족 척도 점수 
향상 정도

삶의 만족 척도
(마실아띠)

삶의 만족 척도 7% 증가

주민인식변화 
설문조사 향상 정도

주민인식변화
(마실아띠)

주민인식변화 설문조사지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

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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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단
행정적 지원 및 총괄 사업 진행시 물적·인적 자원 

연계 협조

조리 보조 및 음식 배달, 자원

봉사활동, 합창단 공연 관람

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자 추천

민간기관
햇빛노인복지센터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진행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진행

2-1-4  고독탈출 『독거노인 단짝친구 맺기』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4 
고독탈출 독거노인 

단짝친구 맺기
V 이수진 주거환경

햇빛노인
복지센터

053-474-974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동년배 독거노인과의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 감소

      노년생활의 활력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과 독거노인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 2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구 지역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생생학교」프로그램

      ·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으로 외부활동 및 신체적 활력유지, 사회적 관계형성

과 자조모임 형성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마실반찬」프로그램

      · 독거노인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고 몸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나누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지원

   ④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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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희망의 집 조리실 장소 대관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한국조리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반찬 만들기 강사 소개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참여율 참여 횟수 매회기 출석부 80%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 척도 전·후 비교 결과보고서 60%

고독감(소외감) 척도 전·후 비교 결과보고서 60%

삶의 만족도(주관적안녕감)척도 전·후 비교 결과보고서 60%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000명, 50건 1000명, 50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6 6

지방비

소계 6 6

시도비 4 4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민간공모) 2 2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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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민간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5 

민간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웰레폰서비스,
마을밥상,땅콩)

심미경 행복정책과 행복정책 053-664-2512

신학동
남구종합사회

복지관
사례관리팀 053-476-7700

박은아
대명사회복지

관
사회복지사 053-657-1170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읍면동 허브화 사업 연계 운영

      사각지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시스템 구축

      지역 내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및 모임 등을 통한 건강증진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참여의사가 있는 1인 가구원(80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전화안부사업 웰레폰(복지관 2개소)

      Ÿ 사업 대상 및 인원 

       - 참여의사가 있는 1인 가구원(80명)

      Ÿ 사업 내용 

       - 개별 사례관리 계획수립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환경 구축

       - 상시 안부확인을 위한 안부 확인 시스템 구축

       - 자발적인 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

      1인가구 고독사예방 지원사업(마을밥상)-남구종합사회복지관

      Ÿ 사업 대상 및 인원 

       - 남구 지역 내 고독사예방을 위한 1인가구 지원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1인 가구원(7명)

      Ÿ 사업 내용 

       -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밑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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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지속적인 모임을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 

       노인고독사예방사업 『땅콩』

        Ÿ 사업대상 : 우울독거노인

        Ÿ 사업인원 : 20명 (기수당 10명)

        Ÿ 사업내용

         - 우울감 및 자존감이 약한 지역 어르신모집

         - 원예치료진행 / 기수당 20회기

         - 포트폴리오진행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홍보 및 대상자 추천 및 연계

홍보 및 대상자 연계 운영
프로그램 참여 
협회 간담회 통한 정보공유

행정복지센터 홍보 및 대상자 추천

공공기관
남부경찰서 매뉴얼에 따른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신고 및 대처명덕119안전센터

민간기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마을밥상 사업실시
대명사회복지관 웰레폰, 땅콩 사업실시

에스정보통신(주) 웰레폰 시스템 오작동 확인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
회

서비스 정보공유

대한적십자사남구지구협
의회

마을밥상 프로그램 연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80 8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4 16

지방비

소계 14 14

시도비 14 14

시군구비 -

기타(재원명칭: 민간공모 ) - 2  땅콩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참여대상자
안부확인율

안부확인자수/
참여자수

전용전화 착신건수 확인 및 
생활지원금 지원내역 분석 80%

삶의 만족도 향상 사전·사후 검사 
삶의 만족 척도 검사 대비

 5% 향상 참여자 비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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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7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박준모 복지지원과 여성정책 053-664-2535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일률적인 종일보육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대상자별 돌봄

      지역 내 공동육아 등 지역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만 18세 미만 자녀 및 양육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상시운영(월~금, 10~18시)

     지원방법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운영, 가족품앗이 그룹형성 및 운영, 도서 및 장

난감 이용제공, 유아음악 프로그램, 창의놀이 미술 교실 운영

      제1공동육아나눔터

      • 위치 : 이천로 10(봉덕동)

      • 이용인원 6300명, 신규회원가입 100명

      • 상시프로그램 운영 120회 1500명

      제2공동육아나눔터

      • 위치 : 대명로14길 7(대명동)

      • 이용인원 6000명, 신규회원가입 100명

      • 상시프로그램 운영 120회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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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복지지원과 보조금 적정 지급 및 정산
운영계획 및 추진협의

민간기관
대구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구거주 가족단위 신체·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6,000명 6,000명 -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84 86 -

지방비

소계 42 43 -

시도비 21 21 -

시군구비 21 22 -

기타(재원명칭: 국비 ) 42 43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공간운영

-목표치/실적*100
-결과보고서 

(참가신청서/출석부)

6,000명

상시프로그램 참여인원 1,500명

자녀돌봄품앗이 10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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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돌봄인프라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8
 돌봄 인프라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김정희 복지지원과 보육지원 053-664-262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저비용 고질의 공공보육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 충족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으로 지역의 민간시설과 함께 보육인프라 구축

      공공보육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젋은 인구의 유입. 

      남구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2018년)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성과지표 국공립어린이집개소수에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로  

  변경 함.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기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Ÿ 내용 : 기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장기무상임대협약   

          및 위탁 계약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 설치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Ÿ 내용 : 신규로 500인 이상(의무) 300인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될 어린이집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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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부서) 복지지원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기존 시설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상생
 해당어린이집 운영회의, 아파트
  대표자회의 의결

민간기관 남구관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참여, 

리모델링, 
국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이용률)  10% 12%
 19년

 (264명/2405명*100%=10.97%)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20 120

지방비

소계 60 60

시도비 30 30

시군구비 30 30

기타(재원명칭 : 국비 ) 60 60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연도말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
남구전체어린이집 이용아동*100)

보육통합행정시스템 
어린이집현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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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복지지원과 예산집행, 홍보, 안내 등

대상자 모집 등 홍보 연계지원  
민간기관

사)대구광역시
장애인부모회

사업계획수립, 교육, 파견 
모니터링 등

2-1-9  중증장애인가정기능강화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9
 중증장애인가정

 기능강화사업
하수정 053-621-2600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정 대상 돌봄도우미 지원을 통해  

   재가복지 실현 도모

      장애인복지법 제30조2(장애인 가족지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 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정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중증장애을 보호하는 가정에 돌봄 도우미 지원

      • 사업홍보 및 대상자 모집 : 유관기관 추천의뢰 및 홍보.

      • 신청접수 : 초기상담 및 가정실태파악

      • 돌봄도우미 교육 : 서비스 교육 및 활동일지 작성 등 교육

      • 서비스연계와 사후관리 : 파견 및 모니터링

      • 사업 총 평가

   ④ 사업 추진체계

   



제4기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68 |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시간) 1,000시간 1,000시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8 8

지방비

소계 8 8

시도비 8 8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시간 사업보고서 1,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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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사회적고립가구 통합서비스지원센터 『나 혼자 산다』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10
 사회적고립가구 

통합서비스지원센터
‘나 혼자 산다’

김금주
남구종합

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053-476-7700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사회적고립가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2020년 신규사업

      가족기능상실에 따른 급증하는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의지할 곳 없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안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및 1인가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종합적 대책마련과  

        선도적 프로그램 필요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② 사업 대상 : 남구 거주 1인 독거세대 60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고독사 예방교육

     • 상담 및 심리치료

     • 사례관리 및 안부확인(말벗 서비스, 후원품 지원, 주거안전점검 등)

     • 사례 및 사업전반에 대한 슈퍼비전 회의 

     • 문화체험 활동

     • 참여자 자조모임

     • 건강관리 서비스: 시민건강놀이터를 활용한 건강교육,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보철치료), 병원 사업실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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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이천동·대명1동
·2동·5동·봉덕1동·2동·3동 

행정복지센터

참여자 추천 및 사업협력

 협약체결, 위원위촉
 자발적 참여, 지역 내 추천 

남구보건소 

공공기관

대구의료원

남부경찰서 

대구광역시 시민놀이터 

민간기관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검사 연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주거안전점검 연계

대구사회복지관
협회

희망의징검다리 사업 연계

영남대학교
사회사업실

의료비지원 등 연계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연계

남구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대구서부고용복지

+센터
주거복지센터 집수리(도배, 장판 등)지원 

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 대상자 의뢰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60명, 168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6.17

지방비

소계 - 6.17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후원금 ) - 6.17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삶의 만족 척도 점수 
향상 정도 

삶의 만족 척도 삶의 만족 척도 5%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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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수행내용 및 방법 

돌봄 서비스 

-야간돌봄, 주말돌봄, 일시돌봄 진행 

 야간돌봄

 - 화요일 ~ 금요일 16시~21시까지 운영(주 4회, 회 당 5시간)

 - 석·간식 제공,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일상생활훈련(신변처리, 외모관리 등), 자유선택활동

(미술, 교구활용 프로그램)

2-1-11  청년발달장애인 사회적 돌봄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1-11
 청년발달장애인 
 사회적 돌봄사업

김기탁
남구종합

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053-476-7700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성인기로 진입한 청년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 공급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야간/주말/휴가철 등 틈새 돌봄 서비스 필요

      가중되고 복잡해지는 고강도 돌봄 부담-심리·정서적 안정 및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2020년 신규사업

      통합돌봄선도사업과 연계 추진

      돌봄대상자 틈새 돌봄 제공 및 돌봄 외 시간 향상과 돌봄 스트레스 감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6월 1일~2022년 12월 31일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 저소득 청년발달장애인 71명(야간돌봄 12명, 토요돌봄 15명, 일시돌봄 44명) 

      • 청년 발달장애인 가족 40명

      • 1순위 :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초수급, 한부모 등 취약계층  

        청년발달 장애인(20세~39세) 및 가족

      • 2순위 :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청년발달장애인(20세~39세) 및 가족

      • 3순위 :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휴가 등 틈새시간 대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발달장애인(20세~39세) 및 가족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제4기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72 | 

사업명 사업수행내용 및 방법 

 - 사회적응훈련(요리/월2회, 직업체험/월1회, 성교육/연2회 등) 및  여가문화활동(댄스 및 

체육/주1회, 노래교실/월1회 등) 진행 

 - 프로그램(돌봄)지원을 위한 유급자원봉사자 활용

 주말돌봄

 - 토요일 10시~15시까지 운영(주 1회, 회 당 5시간)

 - 중·간식 제공, 자유선택활동 및 만들기(공예, 비누 만들기 등/ 월 3회), 영화관람 및 문화

체험 활동(월 1회)  

 - 프로그램(돌봄)지원을 위한 유급자원봉사자 활용

 일시돌봄

 - 돌봄 운영시간 중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발달장애인 긴급 및 일시돌봄 운영  

 - 하루 전까지 신청(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작성) 

 하계 캠프 

 - 시기 : 2020년 8월 (1박 2일) 
 - 장소 : 대구 인근  
 - 참여자 : 청년발달장애인 10명 
 - 내용 : 체험프로그램, 식사·간식제공, 캠프파이어, 레크레이션, 숲 체험 및 놀이프로그

램 등 

가족
관계
회복
프로
그램 

 부모교육 (연 2회)
 - 시기 : 2020년 3월, 2020년 10월 
 - 장소 : 복지관 2층 세미나실 
 -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진행
  ① 전문변호사를 통한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교육, 상담 진행
  ② 지역 내 주간보호센터 실무자, 장애부모를 통한 사례공유, 행동지원 등에 대한 교육 

진행 

 가족프로그램 ‘온가족Day’(연 2회)
 - 시기 : 2020년 3월, 2020년 10월 
 - 장소 : 복지관 2층 세미나실, 가창 임실치즈체험장  
 - 내용 :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진행
  ①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웃음치료 등)
   : 청년발달장애인 및 가족이 그룹별로 스트레스 해소, 관계증진 교육 진행 
  ② 치즈체험 등 문화프로그램 진행
   : 대구인근에 있는 가창 임실치즈체험장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치즈체험, 피자 만들기 

등 진행 

 한울한마당 - 성과발표회(연 1회)
 - 시기 : 2020년 5월 
 - 장소 : 복지관 5층 강당 
 - 참여자 :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발달장애인 및 가족, 유관기관 등 
 - 내용 : 1년을 함께 한 발달장애 가족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향상하고, 사업성과 공유 및 참여가족 확대를 위한 한울한마당-성과발표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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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수행내용 및 방법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돌봄가족 원예활동
 - 시기 : 2020년 1월 ~2020년 5월 / 월 1회, 2시간  
 - 장소 : 복지관 2층 세미나실 
 - 내용 : 전문적인 복지원예사를 통한 마음의 안정과 서로 간 관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원예활동 실시

회기 내용 

1회기
다양한 식물심기에 대한 경험을 통해 만족감과 자존감을 향상, 나를 닮은 표
정으로 만들며, 자신의 평소 모습에 대해 인식.

2회기 커피콩주머니를 만들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유지를 기대

3회기
부정적인 표정과 긍정의 표정을 인형얼굴에 표현하며 나의 감정을 토분인형
을 통해 표현

4회기
생명력이 강한 다육식물과 부재료를 이용하여 우리가족 정원을 만들며, 가족
의 소중함을 인식

5회기 나만의 화분컵 만들기, 프로그램 소감나눔 

 돌봄가족 원예활동 전문가 과정
 - 시기 : 2020년 6월 ~2020년 12월 / 월 1회, 2시간  
 - 장소 : 복지관 2층 세미나실 
 - 내용 : 자격증반 운영으로 돌봄가족 원예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자조모임(월 1회)
 - 시기 : 2020년 1월~2020년 12월
 - 장소 : 복지관 2층 세미나실 
 - 내용 : 장애부모대상으로 자조모임 구성하고 집단 활동의 형태로 운영
          (월 1회 장애부모가 라포형성,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

 멘토양성교육(연 4회)
 - 시기 : 2020년 3월~4월 
 - 장소 : 복지관 2층 세미나실 
 - 내용 :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멘토 양성 교육 진행

회기 내용 
1회기 멘토링에 대한 이해

2회기 MBTI를 통한 자기 이해 

3회기 긍정적인 관계형성(경청과 공감 등)에 대한 교육

4회기 멘티와의 관계형성, 멘티와 활동프로그램 내용 논의 등

슈퍼비전

 슈퍼비전(연 2회)
 - 시기 : 2020년 2월, 2020년 9월  
 - 장소 : 복지관 2층 세미나실 
 - 내용 : 외부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개별화교육 및 가족지원 등에 슈

퍼비전 실시

자원
봉사자 교육

 교육
 - 시기 : 2020년 6월 / 연중수시 
 - 내용 : 내부강사를 활용한 유급자원봉사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진행 (사업소개 

및 사업과 장애에 대한 이해, 개별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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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청 통합돌봄지원팀 참여자 추천 및 의뢰

-MOU 체결
민간기관

지역 내 대학교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 연계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지원, 모니터링

이롬요리학원 요리프로그램 지원

달서지역자활센터 도자기체험프로그램 지원

법무법인이오 법률 교육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추천 및 프로그램 연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71명, 12건 71명, 12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50 50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  ) 50 50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돌봄대상자 틈새돌봄 제공 프로그램 진행 횟수 결과보고서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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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위기사례 발굴 및 학대예방보호시스템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2-1
 위기사례 발굴 및 
 학대예방보호시스템 운영

V 김지숙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호안전
분과

053-259-254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지역 내 관련 신규기관 발굴 및 신규 자원 연계 등으로 안전사각지대 위기사례 발굴을  

  위한 지역 관련 기관간 보호시스템 강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업무매뉴얼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구지역내 사회복지관련 기관 

     • 12개소 정도 : 남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장애인권  

 익옹호기관, 아인빌, 장애우권익연구소,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남부경찰서,    

 교육청, 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및 기관 발굴, 연계 

      • 폭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사례발굴 : 캠페인, 이동상담소 등 실시

      • 통합사례관리 : 위기사례에 대한  통합사례회의 실시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공공 및 민간조직․자원 적극 활용 : 대상별 폭력․학대 예방관련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자원 발굴 확대, 민간자원 연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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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사례발굴, 사례연계, 

통합사례회의

 -사례발굴 및 연계
 -정보 및 자원공유
 -행사 공동 진행
 -홍보 행사 및 이동상담소  
  등에 참여 
 -사각지대 사례 발굴

공공기관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례발굴 및 연계 

민간기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대구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대구광역시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대구장애우권익연구소 장애인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남구독거노인
원스탑지원센터

사회복지사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쉼터

여성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청소년관련기관 청소년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270건 290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협력체계구축 분과회의건수 분과회의록 4회

사례발굴 및 관리
사례건수 결과보고서 290건

통합사례회의건수 회의록 3건

홍보 이동상담소 및 행사건수 결과보고서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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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살예방 조기개입 체계 구축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2-2
 자살예방 조기개입체계 
 구축

V 이영숙 건강증진분과
남구정신건
강복지센터

053)628-5863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전환 및 올바른 정신건강의 정보 제공

      다양한 자살예방사업 개발로 지역주민의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 향상 기여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정신건강취약계층 및 자살예방관리 대상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자살예방환경조성 자살위기자 조기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 노인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심리상담

       -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실시, 자살예방홍보캠페인 추진

      • 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사업

        (관련요원 종사자 및 실무자 대상 교육,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보건소 사업 예산지원 관리 감독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군 상시발굴 및 상
담서비스 제공 및 
자살예방 교육 참석

민간
기관

남구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계획 수립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생명지킴이 
양성

영남대학교의료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자살고위험군 연계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팀) 자살고위험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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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3,100 3,2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 판단으로 선택 시행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포함함. 이 경우 “기타”에 국비로 표시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정신보건정보시스템

(상담일지), 
자살예방추진실적대장

3,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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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범죄피해자, 가해자 가족 긴급지원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2-3
 범죄피해자, 가해자 
 가족 긴급지원

V

김지숙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호안전
분과장

053-664-3701

김민아 행복정책과 통합돌봄 053-664-2606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범죄피해자, 가해자 가족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력, 공동대응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공공기관간의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불의의 사건, 사고로 위기에 처한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및 공공급여 및 민간서비스 연계

      • 희망복지지원단 및 남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 경찰서에서 사건·사고로 의뢰된 가족, 주민신고 등에 의한 가구  

      • 지원방법

       - 통합사례관리사가  대상자를 방문 · 상담하여 위기상황과 욕구를 파악

       - 대상가구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또는 서비스연계가구

      • 지원내용  

       - 긴급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 등 긴급지원   

       - 공공급여 및 민간서비스 연계 

       - 통합사례관리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지원 

      러브하우스 프로젝트 추진

      • 사업 대상 : 범죄피해자세대 중 주거환경 열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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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내용 

       - 열악한 주거환경 범죄피해자를 선정하여 희망기동대 집수리 지원 또는 필요시  

    희망보금자리주택 입주 지원 

       - 지원내용 :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정서적 안정 제공

       - 남부경찰서 : 대상자 선정, 재능기부

       - 남구청(희망복지지원단) : 대상자 조사, 사례관리사업, 봉사자 연계 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청 주민생활과
사례발굴, 사례연계, 

통합사례회의

사례발굴 및 연계 정보 및 
자원 공유

주민 참여행사에 각 기관별 
홍보

공공기관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례발굴 및 연계 

민간기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대구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대구장애우권익연구소 장애인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쉼터
여성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청소년관련기관 청소년관련 사례발굴 및 관리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5 1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연계대상자 지원의뢰건수 의뢰서 또는 결과보고서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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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가족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2-4
 가족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

김효진 행복정책과 통합돌봄 053-664-2608

김지숙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호안전분
과

053-259-254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모니터링체계구축을 통해 가정폭력 및 학대 사례의 재발방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학대 및 가정폭력의 위험이 있는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상담 지원 멘토링 사업 

       - 주1회 이상, 대학생과 1:1 결연, 학습 및 생활지도, 가정내 학대재발에 대한 모니터링

      • 가정폭력·학대사례 중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 월 1회 정도 정기 방문, 안부확인

     • 노인학대사례 중 정기안부확인과 사후관리 

       - 주 1회, 방문 또는 안부전화,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청 주민생활과 사례관리, 통합사례회의
사례발굴 및 연계 정보 및 
자원 공유

주민 참여행사에 각 기관별 
홍보

공공기관 남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 사례모니터링, 사례관리

민간기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멘토링사업, 사례관리

대구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안부확인(전화, 방문),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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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5 1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모니터링 실시율 모니터링 대상자수 의뢰서 또는 결과보고서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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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2-5
 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김지숙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호안전
분과

053-259-254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일반 성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남구지역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 내용 : 가정폭력 및 학대예방, 인권교육 

      • 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신청기관에 방문

       - 노인유사체험, 인형극, 마인드맵 등

      장애인, 일반성인 대상 인권교육

      • 내용 : 가정폭력 및 학대예방, 인권교육

      •방법

       - 복지관, 경로당,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등 신청기관에 방문

       - 노인유사체험, 연극, 이론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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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사업홍보

 사업홍보
 자원공유
 행사 공동 진행
 교육신청 및 참여

민간기
관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대구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대구광역시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인권감수성향상교육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건, 명) 30건 900명 30건 900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교육참여도
교육실시건수

결과보고서
30건 

교육참여자수 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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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인권문화콘서트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2-2-6  인권문화 콘서트

김지숙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호안전
분과

053-259-2542

전명진
남구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
053-652-5656

김지은
남구청소년상담

복지센터
053-624-138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문화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홍보 기회 마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변경 사업”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당사업만 기재)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남구지역 아동, 청소년 및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보호안전분과 홍보부스 운영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연계

      •기관사업 홍보

      청소년 Talk-Concert / 청소년재능공연

      • 내용 : 청소년이 보는 청소년과 어른이 보는 청소년에 대한 생각차이 발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음악, 미술 등), 학교밖청소년 대상 심리  

  검사, 상담, 인권(노동권, 안전권 등) 캠페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연계 및 기관/  

  사업 홍보

     • 방법 : 토론형식 /공연에 사전 참여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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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청 주민생활과 사업홍보

 민관협력 방법 사업홍보
 자원공유 행사 공동 진행
 행사 참여민간기관

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콘서트 기획 및 실행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콘서트 기획 및 실행

보호안전분과
홍보부스, 체험프로그램 

운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2건 200명 2건 200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문화기회 제공
행사건수

결과보고서
2건 

청소년 참여자수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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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  모든 세대가 행복한 미래교육공동체

성과지표명 지표산식 성과목표
전략

예산(백만원)

평학습 참여율

평생학습시설 및 
평생학습관 

학습자수(연인원) 
/주민등록인구 수

10.5 2124

사업
번호

세    부   사   업   명
중점
추진
여부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

(백만원)

3-1
돌봄 학습공간 온마을아이맘

센터 운영
○ 이용자수 12,000 207

3-2
함께여서 즐거운한 어울예술단 

운영
○

예술단 참여인원 70
10

발표회 횟수 1

3-3
온마을배움터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 참여동 수 9 171

3-4 글로벌 앞산사업 ○
체험프로그램 

참여실적
200 9

3-5
지역자원연계 방과 후 교육

돌봄사업
○

지역아동센터 
연계프로그램 

참여횟수
200

198국가근로저소득 
자녀학습봉사 

150

드림스타트
사례참여아동수

280

3-6 교육복지자원 봉사단 운영
봉사활동 참여 

학생수
100 3

3-7 남구영유아 체험센터 운영
연간 이용아동 

비율(%)
25 9

3-8
배우Go꿈꾸Go 희망배움나눔 

사업
수강료 감면자 15 -

3-9 장애공감 수어보급사업

영상도서자료
배부수(%)

80
-

교육참여자수(%) 80

3-11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수 60

212
이용인원 1500

3-12
교육-돌봄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허그인·허그맘」

교육돌봄네트워크 
구축(명)

2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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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놀이-돌봄 공간 「온마을아이맘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
 온마을아이맘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V

하은실
미래안전과 인구정책

053-664-2532

남정기 053-664-2536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유아와 초등아동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놀이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

      아동의 방과후 시간의 안전한 돌봄과 유·아동들의 신체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유·아동의 체력향상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줌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남구지역 아동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온마을아이맘센터」 프로그램운영

      Ÿ 사업대상 : 만2세~초등학교 2학년 

      Ÿ 운영방법 

       - 전문체육강사에 의한 체육프로그램운영

       - 프로그램 운영 시 자원봉사연계

       -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지킴이로 공공일자리 사업 연계 

      Ÿ 프로그램내용

       - 대도구 및 소도구 놀이, 성장체조

       - 레크리에이션 등의 유아체육프로그램 

       - 축구프로그램 운영

       - IT 창의놀이실(과학체험관) 운영

        ·디지털스케치

        ·방송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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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션인식 공놀이

        ·터치체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다함께돌봄센터」운영

      Ÿ 사업대상 : 초등학생 종일돌봄 20명, 일시돌봄 30명 내외 

      Ÿ 운영방법

       - 종일돌봄 : 평일(월~금) 정기적 이용(11:00~20:00)

       - 월 이용료 : 75,000원 이내

       - 시간제돌봄 : 일 4시간 미만 정기적 이용

       - 일시·긴급돌봄 : 아동의 일시·긴급 사유 발생시  

       - 프로그램내용

        ·돌봄 : 전일(시간제 돌봄), 등하원, 간식(식사)제공 

        ·학습프로그램 운영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미래안전과
온마을아이맘센터운영,

다함께돌봄운영 지원 운영 방안 간담회 

통한 자문프로그램 

참여 

다함께돌봄 운영

공공기관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연계, 관리

민간기관
어린이집연합회

프로그램 참여 및 대상자 추천
관내 초등학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2,765 12,77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15 207

지방비

소계 215 207

시도비 12.5 12.5

구비 202.5 194.5

기타(             ) -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이용자수 수입금/3천원 홈페이지 이용료 수입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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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함께여서 즐거운 한어울예술단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2  남구 한어울예술단 V 김정숙
대구남덕
초등학교

상담복지사 053-234-2345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문화예술 공동사업 운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정서적 지지망을 통한 사회성 향상

      꿈, 끼를 가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당초 민간 공모예산의 종료 등 예산의 감소에 따른 성과목표 하향변경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초․중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 및 희망 학생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관·학연계사업

      Ÿ 남구청소년창작센터와 학교 교육복지사업(남구1권역) 연합 운영

      Ÿ 사업 관계자 간담회 및 협의회 월 1회 이상 실시

         (배움터 교사 및 강사 기획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진행)

      예술단 구성 

      Ÿ 남구1권역 학교별 15명 정도의 학생들로 6개 예술단 구성

       - 예술단 사업내용

      뮤지컬 운영 

       Ÿ 연출가, 작가, 전문지도강사의 지도

       Ÿ 학교별 및 창작센터 뮤지컬 연습 진행 

      문화체험 활동, 음악캠프 운영, 재능기부 봉사활동 

      재능기부 공연 발표회 :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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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청소년창작센터
한어울예술단 공동 운영 및  

사업비 집행, 장소대여
사업담당자 협의회 및간담회 
발표회 및 재능기부 공연 참석

공공기관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공동사업 지원 및 홍보

초·중 9개교 한어울예술단 학생 관리 및 지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00명 70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1 10

지방비

소계 17

시도비

시군구비 17 10

기타(재원명칭: 참여학교) 14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예술단참여인원 예술단참여인원 한어울예술단 명단 70명

발표회  발표회 횟수 발표회 실행 사진 등 1회



제4기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92 | 

3-3 온마을 배움터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3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V 임효신 교육홍보과 평생교육 053-664-2205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마을공동체에서의 청소년 돌봄기능과 마을공동체의 결속력 강화

      마을을 배움터로 하여 교육자원 간 네트워킹 강화

      지역주민과 청소년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성제고와 세대 간 차이를 해소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대구광역시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동洞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 구성시기 : 1~2월

      • 참여기관 : 학교, 지구대,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 등 (20~40명내외)

      • 운    영 : 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 회의 

      • 역할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체험프로그램 개발(자원개발 등)·운영

       - 지역협력기관 발굴 및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마을, 학교, 수련시설 등 지역 내 자원 적극 활용, 사업 홍보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운영

      • 운영주최 : 각동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추진위원회 

      • 예산지원 : 마을(洞)당 10,000천원(시비)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하여 선정 완료

      •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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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주민센터 및 지역 참여기관·단체의 사업참여

       - 학교폭력 예방·대처, 토요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 활동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  
    그램 기획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홍보과
 지원대상 선정
 전담지도사를 통한 관리운영  추진위원회 참여 및 사업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평가 시 설문참여 등민간기관

각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자원 발굴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참여동 수) 9개동 9개동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71.085 171.085

지방비

소계 171.085 171.085

시도비 171.085 171.085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참여동 참여동/목표참여동수*100
추진위원회 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정산자료

9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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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글로벌 『앞산』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4
 글로벌 앞산사업 
 (글로벌 앞산캠프)

V 유원규 교육홍보과 평생교육 053-664-2183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미군부대를 활용한 생생한 생활영어 체험현장 교육으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글로벌 앞산영어캠프 운영계획

        (주한미군 제4지역 사령부 협의, 2007. 3. 27)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지역내 초·중학생 200명 정도 (기별 20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운영주기 : 1개월 과정 연10회 운영

      운영일시 : 매주 수요일 17:00 ~ 19:00 (주1회 2시간)

      교육내용 : 미군부대 내 체험활동 및 현지 생활영어, 문화체험

      강    사 : 4명 (미군 2명, 카투사 2명)

      장    소 : 미군부대(캠프워커, 캠프헨리)내 체험시설

      참여학교 : 관내 초․중학교

      참 가 비 : 무료

      소요예산 : 9,000천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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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홍보과 교육운영, 실무지원

한미친선협의회 통한 업무협의

체험프로그램 참여
민간기관

관내 초.중교 교육대상자 선발

주한미군 강사 및 교육장소 제공.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09 2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9 9

지방비

소계 9 9

시도비 - -

시군구비 9 9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체험프로그램 
참여실적

연간 참여인원 
명수

결과보고서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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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교육ㆍ돌봄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5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교육·돌봄사업

V 한윤정 행복정책과 드림스타트 053-664-321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가정의 환경변화 및 보호자 인식개선 유도로 아동의 양육환경 긍정적 변화

      방과 후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밖 사교육 수요 흡수 확대

      교육복지자원연계체계 구축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②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37조

      최초 저소득층 자녀 학습봉사 활동 협약서 체결(2008.02.20.)

        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협약서 체결(2014.3~)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성과목표 일부 조정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③ 사업 내용 

      국가근로 저소득층 자녀 학습봉사단 운영

        • 예    산 : 비예산사업(국가근로장학사업)

        • 대    상 : 대학생(멘토) 및 저소득층 자녀

        • 운영방법 : 멘토링제(교과, 논술, 학습부진 학생 기초학습 중점지도)

      지역아동센터 연계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센터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비예산)

         - 장    소 : 각 지역아동센터

         - 학습멘토 : 영남이공대학 희망학생 50여명

         - 참여센터 :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중 참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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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

       - 장    소 : 남구 보건소

       - 내    용 : 남구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검진

       - 참여센터 : 남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이용아동 전원(약 300명)

      • 진로학습지도 프로그램

       - 장    소 : 남구 진로코칭센터

       - 내    용 : 남구 진초코칭센터와 연계한 진로학습지도 

       - 참여센터 : 관내 지역아동센터 중 참가센터 신청 및 센터 선정

      • 지역행사 등 연계프로그램

       - 내    용 :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비 지원, 각동 행정복지센터 연계, 지역행사  

  참여,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등

       - 참여센터 : 관내 지역아동센터 중 참가센터 신청

      •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 장    소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창작센터

        - 내    용 : 청소년 퓨전오케스트라 구성 및 공연

        - 참여센터 : 참좋은/참사람/한빛/파랑새드림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서비스지원 사업

      • 사업 대상 : 저소득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00여 명 및 가족

      • 사업 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조손가정 포함), 차상위 다문화가정, 차상위 장애  

   (부모 또는 아동)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운영프로그램 

        ·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아동 사회성 및 정서 발달 프로그램 운영

        · 아동 기초학습 지원 및 인지 발달 프로그램 운영

        ·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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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프로그램연계 
및 아동맞춤형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기획 실시 및 
-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 참여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계발 및 연계

보건소 아동건강검진 프로그램 검진기관

진로코칭센터 프로그램 계발 및 연계

청소년창작센터 프로그램 계발 및 연계

민간기관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아동지도 및 보호

영남이공대학교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협조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근로장학사업멘토선정

드림스타트프로그
램 위탁 수행기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서비스 수행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580 58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30 198

지방비

소계 130 198

시도비 12 102

시군구비 118 96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지역아동센터 
연계프로그램 참여

연계참여횟수 지역아동센터 이용일지 200회

국가근로 저소득층 
자녀학습봉사

멘티대상자 수 결과보고서 150명

드림스타트 사례참여 
아동수

사례관리 
아동수

결과보고서 2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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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교육복지자원봉사단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6  교육복지자원봉사단 김성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053-234-0065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아동·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및 자기효능감 증진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지역연계협력 활성화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② 사업 대상 : 남구 관내 초·중 19교

   ③ 사업 내용

     각 초·중학교 별 지역사회연계 자원봉사활동 사업추진

     • 자원봉사관련 기관 연계 및 활동 추진

     • 연계기관 :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연탄나눔봄부, 세이브칠드런

     • 자원봉사 종류 :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사랑의 빵나눔, 사랑의 연탄나눔

       사랑의 모자뜨기, 자원봉사박람회 부스 운영 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청 남구복지한마당 부스운영 지원

자원봉사활동 제공

공공기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자원봉사단 운영지원

민간기관

자원봉사센터 기초교육, 봉사활동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지원

기타 봉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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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00 1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 3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2 3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자원봉사단 
참여확대

참여학생수
남부교육지원청 공동사업 

운영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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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남구영유아체험센터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7  남구영유아체험센터 운영 김정희 복지지원과 보육지원 053-664-262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유치원보다 열악한 어린이집 아동들의 체험공간 제공  

     체험학습을 통한 유아동들의 감성발달 기여

     영유아체험센터 운영·관리계획(복지지원과)에 의거 추진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남구관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Ÿ 시설개요 

       - 1층(91.41㎡) : 요리 체험시설 등 프로그램실

       - 2층(87.07㎡) : 영유아 실내놀이터

      Ÿ 시설관리 : 장애인행정도우미 1명 배치 (일자리창출) 

      Ÿ 이용방법 : 예약제 / 무료

      Ÿ 운영방안 : 요리프로그램 운영 전액 어린이집 자부담

      Ÿ 연계지원 : 대구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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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복지지원과(보육지원) 영유아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운영 방안 간담회,

건의사항반영, 센터이용

복지지원과(장애인) 장애인행정도우미 인력지원

공공기관
대구남구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요리프로그램 연계지원

민간기관 남구관내
어린이집 49개소 요리체험 운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명/이용률) 24% 25%
19년

(555명/2405명*100%=23.07%)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9 9

지방비

소계 9 9

시도비 0 0

시군구비 9 9

기타 (재원명칭: 구비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이용)어린이집 이용률
이용률

(영유아체험센터 이용아동수/
남구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수*100)

예약접수대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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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배우Go 꿈꾸Go 「희망-배움나눔」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8
 배우Go 꿈꾸Go 
 희망-배움 나눔 사업

김설화 행복정책과 통합돌봄팀 053-664-2605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저소득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 및 소득격차 완화 기대 

      저소득층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보장 및 학업성취도 향상 기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남구지역내 거주하는 맞춤형복지급여대상자, 한부모, 

      차상위대상자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지역사회 내 학원을 연계 저소득 자녀에게 수강료 감면혜택 부여

     • 대상기관 : 남구 및 인근지역 내 학원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사업홍보, 학원 및 대상자 발굴 

기부연계
대상자 모집 및 홍보, 서비스 

참여

민간기관
지역협력학원 수강료 감면 혜택

공동모금회 기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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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5 15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수강료 감면자 수강료 감면자 감면 통보 자료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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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장애공감 『수어보급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9
 장애공감 『수어보급사업』
 ( 수어영상도서 도서관보급
  사랑의 수어교육 )

권희경 대구농아인
협회

조직기획 053-623-9929

조미향 조직기획 053-623-9929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수어영상이라는 독특한 독서법을 제공하여 장애여부를 떠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음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 

      독서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문해 수준 향상

      영상도서를 통해 간접경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증진

      한국수화언어법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지역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수어영상도서 도서관 보급사업

      • 남구지역 작은도서관 내 수어영상도서 비치

      • 수어영상으로 제작된 동화, 교양강좌등 DVD로 제작 작은도서관 비치

      • 수어영상도서 관람 및 대여 (상시)

      • 수어영상도서 글·그림 공모전 개최 (연1회)

      사랑의 수어 교육 사업 

      • 일반인 대상 수어 교육을 통한 장애인식 및 공감 사업

사업명 과정명 내용

사랑의 수어교육

기초과정 기초 수어단어 및 대화

중급과정 기초수어 복습 및 회중 중심

고급과정 농식 수어표현 및 수어통역 기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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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청 사업홍보

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및 홈페이지에 

사업 홍보 

직접 사업 신청

공공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홍보

민간기관

대구농아인협회
영상도서제작 및 보급 등

사업 전담
핑크드림도서관

 작은도서관 내 영상도서
 자료 비치

꿈나무작은도서관

앞산 카페 마실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260 26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영상도서자료 배부수
영사도서자료배부서/
목표편수30편*100%

영상도서배부수 80%

교육참여자수 참여자수/목표수55명*100 교육계획서 및 출석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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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1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이미정 교육홍보과 평생교육팀 053-664-2303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지역주민의 종합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생학습 기회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참여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남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주민

   ③ 사업 내용 

      평생학습관 운영 

      •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학습기반 구축

      • 구정 비전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생활 속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운영

       - 주민 주도형 학습공동체 형성으로 평생학습문화 정착

       - 평생학습관 대관을 통한 학습공유 공간지원

      남구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 명사초청 특강 운영(인문, 교양, 건강, 문화, 예술 등)

      앞산 休(휴) 인문학 콘서트 운영 : 자연친화형 인문학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 운영 : 입시설명회 및 박람회, 학부모 역량교육 운영

      삶의 활력을 더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남구 문화대학 운영 : 인문교양강좌, 실습, 현장견학 등

      • 남구 예절대학 운영 : 예법, 생활예절, 글로벌 에티켓 등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　학습형 일자리과정, 일반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 : 구직영 및 문해학당 운영,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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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학습동아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료 지원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 일자리 창출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이론교육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홍보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프로그램 만족도 실시

공공기관 교육협력정책관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민간기관

대구평생교육
진흥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지원 및 
활성화 사업 운영

대덕노인종합복
지관외 2개소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60건/1500명 60건/1500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12 212

지방비

소계 212 212

시도비

시군구비 212 212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프로그램 운영횟수 프로그램 운영횟수 결과보고서 60회

이용인원 이용인원 결과보고서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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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활동(수행방법)

구분 내용
대상 및 

인원
시기

수행

인력

시행횟수

(시간)

교육 
돌봄 

네트워크

네트
워크 

협약식

· 남구 지역 초등학교 외 28개소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협약 체결

각 유관
기관

담당자
13명

2020. 3 

각 
유관
기관

총 1회기
(1시간)

교육 
돌봄 
네트
워크 
회의

· 각 기관 사업 공유, 교육복지 사업
별 참여자 추천, 프로그램 진행 상
황 공유, 공동사업논의 및 추진, 종
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 실시

2020. 
3,5,7,9,11

총 5회기
(10시간)

평가회 · 프로그램 진행 성과 공유 2020. 12
총 1회기
(1시간)

통합 
사례관리

통합 
사례

· 남구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례의뢰 체계 구축 및 공동 사례관리

사례
관리

2020. 5~11
네트
워크 

총 28회기
(28시간)

3-12   교육-돌봄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허그맘ㆍ허그인』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3-12
 교육-돌봄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허그인·허그맘』

배민화
남구종합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053-476-7700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력 향상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신규

      지역사회의 높은 아동 돌봄 욕구 증가 및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증가

      매체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프로그램 필요

      학교적응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족, 학교 교원, 지역사회전문가가 함께하는 유기  

         적인 네트워크 구성하기 위한 일선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구심적 필요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남구지역 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 및 가족 26명

      남구교육-돌봄네트워크 실무자 29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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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활동(수행방법)

구분 내용
대상 및 

인원
시기

수행

인력

시행횟수

(시간)

관리
(욕구 사정,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평가 등)

서비스 
의뢰 
아동 
14명

기관
통합
사례
회의

·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 형성으로 
사례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간 사례의뢰 및 자원연계를 통한 
보호기능 강화

· 사례의뢰자의 사례회의 안건 상정, 
공동 욕구 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
립, 역할분담, 모니터링 등

네트
워크 
기관

2020. 5~11
총 7회기
(14시간)

정서지원 
프로그램

심리
상담

·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한 심리검사 
및 초기상담 실시로 아동의 문제 
행동 정도 및 유형 파악

학교 
부적응 
아동 
12명

2020. 
4~5

심리
상담

전문가

아동별 
1회기
(4시간)

매체 
중독 
예방 
프로
그램

· 전문강사를 통한 단체 교육
-1회기:매체 사용실태 및 사용습관 
-2회기:매체 중독의 개념과 특성
-3회기:매체 중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4회기:긍정적인 나의 모습, 나의 
목표

-5회기: 올바른 매체 사용 관리
-6회기: 스트레스 관리
-7회기: 격려 및 종결

2020. 
6~9

전문 
강사, 
담당
사회

복지사

총 7회기
(14시간)

인지
행동
미술
치료

· 전문 치료사를 통한 인지행동 미술치료
-1회기: 이름 스티커로 꾸미고 소개하기
(자기소개, 집단구조화, 규칙 정하기)

-2회기: 잡지에서 좋아하는 사진 오려 
붙이기(라포형성)

-3회기: 9분할된 도화지에 자신의 하루 
일과 그리기(자기 인식)

-4회기: 친구들과 함께있는 자기 모습 
그리기(관계속의 자기 인식)

-5회기: 한 가지색으로 그린 후 돌려가며 
친구의 그림에 덧그리기(배려하기)

-6회기: A4용지에 2명의 사람, 나, 또 
다른 나를 그려 긍정적 모습 연상하기
(긍정적 사고의 전환)

-7회기: 과자 목걸이 만들기(자기통제 
및 배려, 집중)

-8회기: 전지에 공동된 그림 그리기(협
동심, 문제해결 능력 향상)

학교 
부적응 
아동 
12명

2020. 
6~11

미술치
료사, 
담당
사회

복지사

총 14회기
(1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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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활동(수행방법)

구분 내용
대상 및 

인원
시기

수행

인력

시행횟수

(시간)

-9회기: 찰흙으로 각자 신체의 일부를 완
성, 거인으로 만들기(협동심 및 성취감 
향상)

-10회기: 가면만들기와 역할놀이(공감
과 이해의 형성)

-11회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리기(분노, 
좌절감 다루기)

-12회기: 엄마와 함께 신체를 본 뜨기(모
자간 이해 및 긍정적 기대감 확대)

-13회기: 진주목걸이 만들기 및 편지쓰
기(나누며 배려하는 마음 갖기)

-14회기: 나 칭찬하기(긍정적 자존감 향
상)

가족성장
프로그램

1박 
2일 
가족 

글램핑

· 야외 캠핑 활동을 통한 가족 간 
유대관계 강화

학교 
부적응 
아동 및 
가족 
26명

2020. 10
담당사
회복지

사
총 1회기

미니
운동회

· 색판뒤집기, 단체줄넘기, 2인 3각, 
꼬리잡기 등 팀 별 대항 미니 운
동회 진행 

2020. 10
레크레
이션
강사

총 1회기
(3시간)

가족 
봉사단

· 가족 봉사단 운영을 통한 가족 구
성원 간 이해 및 유대 증진으로 
가족문제 해결능력 강화
-1회기: 가족봉사단 발대식
 (봉사활동의 이해, 가족 아이스브
레이킹)

-2회기: 봉사활동 기금 마련을 위
한 벼룩시장 참가

-3회기: 에코백 제작 후 지역아동
센터 기부

-4회기: 원예 봉사 교육
-5회기: 요양원, 치매주간보호센터 
원예 봉사

-6회기: 달성공원 급식 봉사

2020.
6~11

담당사
회복지

사, 
전문강

사

총 6회기
(12시간)

부모
교육

·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교육
-1회기: 문제 행동의 이해
-2회기: 양육 코칭
-3회기: 의사소통 코칭

학교 
부적응 
아동 
부모 
12명

2020. 
6 ~ 8

전문 
강사

총 3회기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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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부교육지원청 공동사업추진논의
참여자추천 및 의뢰,
네트워크 협약 체결, 

공동사례관리, 네트워크회의
남구 희망복지지원단 참여자 모집 및 홍보, 

교육돌봄네트워크행정복지센터

민간기
관

남구 지역 내 초등학교

참여자 모집 및 홍보, 
교육돌봄네트워크

참여자추천 및 의뢰,
네트워크 협약 체결, 

공동사례관리, 
네트워크회의

남구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남구 드림스타트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

wee센터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마을교육나눔지원단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구보건소

보현이주여성쉼터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유리어린이집

아동보호전문기관

에덴원 외 아동생활시설 
4개소

대구인성센터

대구스마트쉼센터 매체중독예방 프로그램 매체중독예방프로그램 강사 추천

대구가족치료센터 인지행동미술치료 미술치료사 추천

대구상담복지센터 부모교육
부모교육 강사 추천

사업슈퍼비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 26명, 754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 19

지방비

소계 - -

시도비 - -

시군구비 - -

기타(재원명칭:후원금)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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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교육 돌봄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협약 기관 수, 네트워크 

회의 건수
협약서, 네트워크 회의록 분석 29명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사례관리 목표 90% 

이상 달성

서비스 연계 건수, 사례관리 목표 

달성율
사례관리 기록지 분석 26명

학교 적응력 향상

지역사회지원, 가족 친밀감, 

학교도움, 학교적응력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환경/일반 

적응)

교육복지정책 대상 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관련 변인 간 관계 

연구를 위한 학생용 질문지 분석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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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  생활과 복지를 잇는 고용복지체계 구축

성과지표명 지표산식 성과목표
전략

예산(백만원)

고용-복지상호연계
서비스 실적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고용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일자리 서비스 상담건수

1,000 1123

사업
번호

세    부   사   업   명
중점
추진
여부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

(백만원)

4-1 취장업 코칭 프로그램 구축 ○

직업훈련교육실적 1,000

92취창업상담건수 1,000

취창업 연계수 120

4-2 공유형일자리지원센터운영 ○ 고용서비스 제공 150 72

4-3
행복센터 연계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업
○ 프로그램연간운영 횟수 34 64.68

4-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운영현황

25
870

지원인원 340

4-5 우리지역 고용공동체 사업 ○
네트워크 구축 12

-
고용관련 홍보 1,600

4-6
일하는 행복한 노후 
노인인력파견지원사업

취업 연계자 수 100 15

4-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징검다리 사업

취업유지율 90
4

신규작업장 발굴 4

4-8 자활동기부여 사업

자활사업 참여률(%) 10

5맞춤형 교육 실적 700

취창업률(%) 10



Ⅱ.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 115

4-1  취창업 코칭 프로그램 구축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1  취·창업코칭 프로그램 V
송윤정 시장경제과 일자리창출 053-664-2618

김동하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고용분과 053-471-8090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개인역량강화를 통해 직업훈련교육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률 향상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정보제공, 근로의욕 촉진 등을 통해 고용시장  

        진출기회 제공 및 자립능력 강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등)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취·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1,100명 정도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자활근로사업단별 맞춤형 직무교육프로그램 제공, 취창업 연계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등 시니어 교육 예산 확보로 교육 대상자 확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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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개발 등을 통해 교육연계자원 추가 확보

     「저소득층 직업훈련교육」

      • 교육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교육내용 : 취창업 전문 기술교육 등

      • 제공기관 : 남구지역자활센터, 남구시니어클럽

      「전업주부 및 미취업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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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대상 : 전업주부 및 미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 교육내용 :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교육,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YWCA

     「장애인직업재활사업」

      • 교육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 교육내용 : 직업 전 교육 및 취업 후 사후지도를 통한 장기고용상태 유지

      • 제공기관 : 힘찬누리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장경제과 일자리 창출 사업

직업훈련교육 대상자 모집 및 
교육,

프로그램 홍보지원민간기
관

남구지역자활센터
저소득층 직업훈련교육,

자립역량강화 교육
대구여성인력

개발센터 미취업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지원 등

대구YWCA
농아인협회 장애인직업재활사업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건) 1,000 1,0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92 92

지방비

소계 15 15

시도비 10 10

시군구비 5 5

기타(재원명칭 : 국비) 77 77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직업훈련교육실적 직업훈련교육회차 결과보고서 1,000

취창업상담건수 상담건수 결과보고서 1,000

취창업 연계수 취창업자 수 결과보고서 120



Ⅱ.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대구광역시 남구 | 117

4-2  공유형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2
 공유형 맞춤형 
 일자리지원

V 진지현 시장경제과 일자리창출 053-664-261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알맞은 일자리  

   제공으로 구인·구직 문제 해결 및 구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민·관 협력을 통해 취업정보 공유 및 취업대상자 연계로 취업률 향상 기여

      민선7기 공약사항 (공유형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WORK-NET 고용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구인구직 정보연계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구인처 및 구직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직업상담사 및 취업지원 전담인력 등 취창업 정보제공 및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 취창업 이후 고용 유지 및 재취업을 위한 사후 관리 서비스 지원

      구청 일자리지원센터

      • 관내 인력자원 통합관리 및 취업지원 총괄

      •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 자투리 인력 필요업소 자료 관리 및 안내

      대구 서부고용복지+센터

      • 취업취약계층의 복지연계 및 교육훈련 중점 안내

      • 고용노동부 전산자료 공유로 다각적인 취업정보 확보

      남구시니어클럽(노인 중점)

      • 일자리지원센터 및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와 자료 공유

      • 남구 공공부문 일자리(노인일자리 등) 지속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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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장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상담, 

이동취업상담실 운영

취업정보 공유공공기관
서부고용복지센터

복지-고용 원스톱상담 및 
취업알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최종 취업자 근무관리 및 

보수 지급

민간기관 남구시니어클럽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상담건) 1,200 1,2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72 72

지방비

소계 0 0

시도비 0 0

시군구비 72 72

기타(재원명칭:        ) -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고용서비스 제공 서비스연계 인원 결과보고서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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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복센터 연계 취업역량강화 교육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3

 행정복지센터
취업역량강화 교육사업

(노인,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취업역량강화 

V
오정미 복지지원과 고령사회 053-664-2522

박준모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 053-664-2535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취약계층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 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취·창업 기반 조성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만60세 이상 노인,  여성결혼이민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권역별 2~3개의 행정복지센터 연계하여 취업역량강화교육 실시

      운영방법 : 민간기관과 연계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노인일자리 전문프로그램」운영

      • 대    상 : 만60세 이상 노인

      • 운영기관 : 남구시니어클럽

      • 교육프로그램

       - 자격증 등 취업역량강화 교육

       - 경증치매노인 학습지도자 양성을 통해 지역 내 재가 경증치매노인 일반 케어   

    및  인지재활활동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운영

      • 대    상 : 여성결혼이민자

      • 운영기관 :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퀼트정규수업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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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복지지원과

교육공간제공 및 예산지원 홍보 -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실시∙모니터링

- 대상자 신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행정복지센터

민간기관
남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문프로그램 
편성∙운영

대구남구
건가다가지원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프로그램 
편성∙운영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회) 34 34
노인14 

여성결혼이민자2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83.1 64.68

지방비

소계 44.55 35.84

시도비 38.55 28.84 노인

시군구비 6 7

기타(재원명칭:국비-시니어클
럽 노인일자리 공익형사업비)

38.55 28.84 노인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프로그램운영회수
프로그램운영회수
/운영목표회수*100

운영보고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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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V
지정화

시장경제과 일자리창출
053-664-2614

박정환 053-664-261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추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적극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내실 있는 일자리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및 제3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0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마을기업 : 9개소(대구광역시 및 행안부 심사)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7개(대구광역시 및 고용노동부 심사)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마을기업 육성

      • 지역자원활용(영상컨텐츠 제작, 문화공연), 친환경제품 판매, 카페운영, 성교육체험사업

      • 예비마을기업(최대1천만원지원)- 1차(신규)년도(최대5천만원지원)-2차(재지정)년도  

        (최대3천만원지원)-3차(고도화)년도(최대2천만원지원)

      • 지자체공모, 시도 및 행안부심사로 사업비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

      • 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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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장경제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협의 및 모델 발굴
공모사업 참여민간기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참여 
기업 설명회 개최 및 

신모델 발굴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협의회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개, 명)
기업 수 20개

지원인원 310명
기업 수 25개

지원인원 340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947 870

지방비

소계 264 225

시도비 264 225

시군구비 0 0

기타(재원명칭: 국비 ) 683 645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기업 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수

결과보고서 25개

지원인원 인건비 지원인원 결과보고서 3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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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리 지역 고용공동체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5  우리 지역 고용공동체 사업 권명화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고용분과 053-652-992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지역 내 고용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공유    

        및 고용복지 서비스의 질적향상

      유관기관 간 공동 사업 모색을 통한 실업률 감소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지역 내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연계 기관 네트워크 구축

      •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간 상호 업무협약을 통한 제공서비스 유형, 기관 파악 

      • 고용 관련 기관 간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정보 공유

      공동사업 수행

      • 구인구직 홍보, 캠페인 진행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장경제과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수행
 사업홍보민간기관

남구지역자활센터

사업별 고용복지서비스 
유관기관 네트워크(협약) 구축 

및 공동사업 수행(홍보)

대구여성인력
개발센터

대구YWCA

힘찬누리

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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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협약 12건
간담회 4건

홍보 1,500명

협약 12건
간담회 4건

홍보 1,600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국비)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네트워크 구축(업무협약) 고용복지분과 참여 협약서 12

고용관련 홍보 고용서비스 홍보 결과보고서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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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하는 행복한 노후 「노인인력파견지원」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6
 일하는 행복한 노후
「노인인력파견지원」사업

오정미 복지지원과 고령사회 053-664-2522

김동하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고용분과 053-471-8090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접근성 향상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지역 내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 인력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시니어 인력파견지원」사업

      • 내용 :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상담 등 노인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LH 시니어사원」 채용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LH 아파트 입주민

      • 추진체계 : 사업공모 → 수행기관 확정 → 채용공고 →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최종합결자 선정 → 취업

      • 민관협력기관 : 남구시니어클럽,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관협력내용 : LH 최종합격자 근무관리, 보수지급

      •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임대아파트 입주민 돌봄 등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향상

      • 고령자 취업을 통한 소득지원 및 사회소속감 증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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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복지지원과 노인일자리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및 교육실시
채용 홍보, 취업상담 부스 운영

공공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 창출

민간기관 남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문 프로그램 운영
고령 취업자 모집 및 취업 알선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100 1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5 15

지방비

소계 7.5 7.5

시도비 7.5 7.5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국비) 7.5 7.5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취업연계자 수 취업연계자 수 취업자 파견 명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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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징검다리」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징검다리 사업 

황민수 비콘 재활기획부 053-628-586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취업욕구가 있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역량강화

      신장애인에 대한 취업과 취업유지를 지원하여 성공적 직업재활 유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20조,「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 2,「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취업자의 취업 유지율 향상을 위해 직업고충상담과 직업태도교육 사업 추진

      목표지표를 자존감 상승률에서 취업유지율과 신규 작업장 발굴로 변경

        (2019변경 적용함)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시설 이용 및 입소 회원  70명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취업준비 프로그램

      • 취업 매뉴얼 : 취업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인 직업계획의 수립

      • 직업능력평가 : 취업 전 회원의 직무능력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

      • 취업처 개발 :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일반사업장 등 장애인 일자리 확보

      • 직업인식교육 : 취업 전 함양해야 할 기초적인 직업인식에 대한 교육

      • 취업 알선 : 회원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업체로의 취업 알선

                    (구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 

      직업유지 프로그램

      • 직무지도 : 직무지도 및 전화상담 통한 직업적응력 유지 및 향상 

      • 직업고충상담 : 상담을 통한 직업고충 파악 후 지원방법 모색 및 적용

      • 직업태도교육 : 취업처에 맞는 직업태도교육을 통한 바른 직업태도인식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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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관련인 소담회 : 취업처 담당자 및 관련인과의 소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직업적 특성 및 업무지도 방법, 특이사항에 대한 공유의 기회 

      • 취업만족도 조사 : 회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취업처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   

         후 만족도 결과에 따른 지원

      • 취업자 자조모임 : 취업회원이 모여 직장 내 애로사항, 일상에 대해 공유하여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시장경제과 
중추기관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 장착
 전문기관의 직업재활 상담 및  
 교육 제공, 
 취업장 정보 공유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사업장 고용주 인식 및 개선교육  
 참여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장 알선 및 개발 지원, 

구인, 구직공고 

민간기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네트워크 형성, 조직화를 통한 
직업재활 정보공유 및 연계 

장애인복지관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취업장 방문 167/260 취업준비 PG 144/45

-취업자 
자조모임

68/7 직업유지 PG 612/542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0 -

지방비

소계 - - -

시도비 0.89 - -

시군구비 - - -

기타(재원명칭:국비) - 4.0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취업상태 유지 취업유지자수/ 취업자수 취업현황표 취업유지율 90%이상 

신규 작업장 발굴 신규발굴 작업장수/목표개소수 결과보고서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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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활동기부여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4-8  자활동기부여 사업
성명희 생활보장과 주거자활 053-664-2502

최지연
남구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고용분과 053-476-1991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근로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률 증대

      자활참여자 동기부여와 취업능력 향상 취지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정보전달  

        교과과정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의 심리, 경력설계, 취업역량  

        교육을 통한 취업의지 제고 및 취업률 향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16.6.21, ’16.9.1 시행)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 사업 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500명 정도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 운영계획 수립,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활동기 부여를 위한 “행복인문학 강좌” 운영

      • 사업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명 정도

      • 외부강사 활용을 통한 인문학 강의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생활보장과
참여자 결정 및 안내.상담, 조건이행내역 

확인, 미수료자 관련조치 등  -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모니터링
 - 프로그램 참여 민간기관

남구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대구광역자활센터
프로그램 계획 협의.조정

프로그램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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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500명 700명
맞춤형취업역량강화

교육 500명
인문학교육 100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 5

지방비

소계 4 5

시도비

시군구비 4 5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자활사업 참여률 사업참여연계실적 자활사업참여 의뢰자 통보서 10%

맞춤형교육실적 교육참여실적 결과보고서 700명

취창업률 취창업실적/교육훈련실적 결과보고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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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5  세대가 공감하는 소통형 나눔 문화공동체

성과지표명 지표산식 성과목표
전략

예산(백만원)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4년 주기 욕구조사
2018년 33.2

2022년목표
28

711

사업
번호

세    부   사   업   명
중점
추진
여부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

(백만원)

5-1
청소년 문화 활성화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
○ 개최수 7 97

5-2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
배우육성

프로그램 수강인원
1,500 190

5-3 재능 나눔 여가문화 확산 ○

나눔봉사
아카데미교육

60

8동아리 참여인원 57

콘서트개최 1

5-4
앞산과 함께하는 

건강여가문화 사업
○ 자락길행사 참여인원 5,000 40

5-5 행복가정 여가 문화 만들기

회기별 참여율80%
(300명)이상달성

300

1.9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4.0 이상달성
4.0

5-6 주민어울림 구립도서관 운영
구립도서관 이용 
현황 (이용이원)

130,50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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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청소년 문화 활성화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1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V 이혜지 대덕문화전당
청소년

창작센터
053-664-3103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 및 자기 역량 개발

      문화․예술을 통한 청소년과 가족 간 소통 및 공감대 형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진로체험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계획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청소년 및 가족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추진방향

      • 청소년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폭 확대

      •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진로탐색 등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프로그램 운영

      운영프로그램

      • 빨래터축제 <남구청소년어울림마당>

      • 어린이 날 <패기발랄 악동파티>

      • 대구 청소년문화축제

      • 청소년블루존 활성화 사업

      • 청소년 행복페스티벌

      • 고3을 위한 「For you 콘서트」

      • 취향저격 동아리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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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대덕문화전당

(청소년창작센터)
어울림사업 기획 및 예산 

- 어울림마당 사업기획 및 운영
- 각종 프로그램참여 및 
  모니터링 참여민간기관

청소년창작센터운
영자문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④ 사업 추진체계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개최수 7건 개최수 7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97 97

지방비

소계 87.4 87.4

시도비 7.2 7.2

시군구비 80.2 80.2

기타(재원명칭: 국비) 9.6 9.6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개최수 개최수 계획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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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2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V 백종진 문화관광 문화예술 053-664-3264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대명공연거리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시설인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을  

  통해 지역예술가 역량 강화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 제공

      로드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대명공연거리 인지도 상승 및 관램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문화예술진흥법,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목표지표의 단순프로그램 운영수에서 참여자인원수로 변경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일반 시민, 지역예술가, 지역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 운영

        • 내 용 : 연극체험전시관 기획전, 배우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대명공연거리 로드페스티벌 개최

        • 기 간 : 2020년 5~6월(2일간)

        • 내 용 : 특설무대 공연, 체험 프로그램, 거리 축제환경 조성, 플리마켓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문화관광과 예산 지원 및 홍보

-세미나 개최 시 지역주민
-상인 참여민간

기관

대명공연예술단
체연합회

대명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
대명공연거리 로드페스티벌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세미나 개최

대구소극장협회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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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500명 1,500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75 190

지방비

소계 175 190

시도비 110 110

시군구비 65 80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대명공연예술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인원

프로그램수*수강인원*
수업횟수

출석부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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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재능 나눔 여가문화 확산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3  재능나눔여가문화 조성 V

정은영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여가문화분과 053-259-2542

최수진
남구자원봉사

센터
팀장 053-664-3185

이정희
남구종합사회

복지관
사회복지사 053-476-7700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활동영역 제공으로 나눔 문화 참여분위기 조성

      재능나눔 자원봉사자의 적응력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재능 나눔문화 확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지역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재능 나눔 아카데미 (남구자원봉사센터)

      • 사업 대상 : 남구주민 희망자 60명 정도

      • 사업 내용

       - 나눔봉사자 리더십 및 마인드 교육 등

       - 자원봉사자 60명 정도

       - 다양한 재능 나눔 분야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재능나눔의 활동영역 확대

       - 전문적 재능 나눔 교육 협력으로 지역특성 및 자원봉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재능나눔 기부자에 대한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나눔문화 확산

      재능나눔 동아리(남구종합사회복지관)

      • 다도, 이·미용, 원예 등 봉사단

      • 문화공연 봉사단 (쇠소리풍물봉사단 등)

      • 3040수작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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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 젊은층 주민을 대상으로 DIY교육을 통해 주민을 조직화하고, 재능나눔활동  

   및 생산품 판매를 통한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진행

      재능나눔 공연(대구YWCA)

      • 사업 대상 및 인원 : 재능 나눔 기부자 100여명 모집 

       - 어린이, 청소년, 성인남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대상자 모집

       - 중창․합창단, 악기연주, 마술공연, 댄스공연, 사물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재능 나눔  

   분야별 활동

      • 사업 내용 

       - 재능나눔공연 : 벼룩시장 행사 등 활용한 재능나눔 공연

       - 개회식, 어린이 및 성인 사물놀이공연, 청소년 및 남성․여성 중창단, 악기연주, 어린이  

    사물놀이, 어린이 및 부모연합합창단, 댄스공연, 중창단공연, 마술쇼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행사홍보 협조
-재능나눔기부자 인프라 구축
-지역민들의 관심도 향상을 위
한 노력 
-나눔 실천을 위한 나눔 이벤
트 진행

민간기관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아카데미 운영 및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양성

남구종합사회
복지관

재능나눔동아리 운영, 홍보

대구YWCA 재능나눔 기부자 발굴, 기획 및 진행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회) 60명, 10회 160명, 10회
참여자수, 아카데미 및 

콘서트 횟수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8 8 아카데미3,콘서트5

지
방
비

소계 8 8

시도비 5 5

시군구비 3 3

기타(재원명칭: )

  (4)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나눔봉사 아카데미 교육 참석인원 출석부를 통한 교육 참여도 60명

재능나눔동아리 참여인원 참여자수
(다도17,쇠소리34,수작 6) 활동회원명부 57명

콘서트개최 횟수 콘서트개최횟수/목표치*
백분율 사진자료 등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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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앞산과 함께하는 건강여가문화 조성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4
 앞산과 함께하는 
 건강문화 조성사업

노성동 교육홍보과 여가체육 053-664-218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생활권과 가까이 잘 조성된 앞산자락길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자락길  걷기  

   참여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

      자연, 체육, 예술를 접목한 가족친화적 건강여가문화 조성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지역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참여인원 : 연간 5,000명 이상( 5~8회 /회별 1,000명)

      방      법 : 월별 또는 분기별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기적인 추진 

      운영형태 :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추진

      진행순서

      • 구  간 : 구민체육광장 ⇒ 큰골(케이블카) ⇒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 구민체육광장 : 준비체조, 개회식, 간식교환권 및 경품추첨권 배부, 앞산자락길 걷기

      • 앞산자락길 : 걷기( 3구간-이팝나무길⇒ 4구간-호국선열의길⇒ 5구간- 꽃무릇길) 

      • 대덕문화전당 : 간식배부, 음악회 관람, 기념품 및 EM발효액 배부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홍보 인력지원, 민원해결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주기적 업무협의
-남구체육회를 통한 신청·접수

공공기관 대덕문화전당 음악회 등 문화행사 연계

민간기관 남구체육회 행사기획, 행사주관, 참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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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4,000 5,0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0 40

지
방
비

소계 40 40

시도비

시군구비 40 40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참여인원 참여인원*1년
신청명단 및 보조금 정산

(남구체육회)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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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행복가정 여가문화 만들기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5
 행복가정 여가문화 만들기
 가족사랑의 날, PLAY놀토 

서민영
대구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팀

053-475-2324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가족단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용자의 참여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가족 간의 소통을 활성화 시켜 친밀감 향상

      아버지의 자녀 돌봄 및 양육 능력을 강화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여 가정의  

  건강성 확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안내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모두가족봉사단 사업 기관 사정상 미추진으로 목표지표 등 변경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가족사랑의 날」 

      • 사업 대상 : 남구지역거주 15가정(30명 정도)

      • 사업 내용

       - 가족단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문화 프로그램 진행

       -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 진행

          (우리가족 냅킨시계 만들기, 가족얼굴 클레이쿠키만들기, 수제쨈만들기 등)

     「PLAY 놀토」

      • 사업 대상 : 남구지역거주 아버지와 자녀 15가정(30명 정도)

      • 사업 내용

        - 아버지의 돌봄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체·문화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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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복지지원과
보조금 적정 지급 및 

정산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한 협력 추진
-홈페이지를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
-만족도조사지 작성 시 원하는 프로그램 
기입민간기관

대구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구거주 가정
 문화프로그램 제공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7회/168명
7회/210명

7회/168명
7회/210명

-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9 1.9 -

지방비

소계 1.9 1.9 -

시도비 0.95 0.95 -

시군구비 0.95 0.95 -

기타(재원명칭:      ) - -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회기별 참여율
80%이상 달성

회기별 출석명수
참가신청서, 출석부, 

결과보고서
300명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4.0이상 달성

만족도조사지 
평균점수산출

만족도조사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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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민어울림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5-6
 주민어울림 
 구립도서관 운영 

장현숙
교육홍보과 도서관 053-664-3572

강보경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 조성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목표수준(구립도서관 이용현황) 상향조정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주민, 회원

   ③ 사업 내용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

      • 이용자중심의 자료실 운영 : 종합자료실 및 어린이 자료실 운영

      • 다양하고 폭넓은 도서관 자료 확충 

      • 영화감상의 날 및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선터와 연계한 어린이 영어영화관 운영  

      • 독서 동아리운영, 도서의 달 행사 및 도서관 방학캠프 운영

      주민 맞춤형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독서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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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교육홍보 도서관 및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자료실이용, 프로그램 및 견학 참여
민간기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견학 및 프로그램 참여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80,000 85,0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22 374

지방비

소계 322 374

시도비 15

시군구비 322 359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구립도서관 이용 현황
대출권수 + 

열람실방문자수+ 
프로그램 참여자수

도서관 통계자료 130,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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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6  환경-주거복지 일체형 환경도시

성과지표명 지표산식 성과목표
전략

예산(백만원)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4년 주기 욕구조사
2018년 32

2022년목표
28

2958

사업
번호

세    부   사   업   명
중점
추진
여부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

(백만원)

6-1
명품도시 창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커뮤니티 시설 조성 1 2545.5

6-2
주민참여 도시재생 

 인식개선사업
○

주민참여도 향상
(주민제안빈도)

2 238

6-3
3-Go(살피Go,고치Go,즐겁Go) 

남구희망기동대
○ 연계대상수 190 74

6-4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

노인냄새 완화 4

-
사회적 고립감 해소

(감소율%)
2

6-5 수집증후군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수 4

-저장강박 진단 2

사회지지 체계 수 2

6-6
주민 친화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 개소수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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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명품도시 창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6-1  도시재생사업 V 조정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1 053-664-280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등 상대적 낙후 지역 개선으로 균형발전 도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빈집 정비, 도시 경쟁력 향상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살고 싶은 정주 공간 조성 

      민선7기 공약「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목표지표 기존 공모건수에서 커뮤니티 시설 설치 건수로 목표변경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

   ② 사업 대상 :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

   ③ 사업 내용

    • 이천동‘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2019~2021)

     - 위    치 : 남구 이천동 403번지 일원

     - 사 업 비 : 9,000백만원(국 4,500, 시 2,250, 구 2,250)

     - 사업내용

      ․ 안전하고 소통하는 마을 : 노후주택 리모델링, 무인주차장 조성

      ․ 혁신적 지역공동체 마을 : 마을재생기반 구축,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 역사문화마을 : 이천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재생

    • 대명6동‘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 조성’(2016~2020)

     - 위    치 : 남구 대명6동 일원

     - 사 업 비 : 8,630백만원(국 3,465, 시 2,732.5, 구 2,432.5)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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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웰컴센터, 앞산행복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 공영주차장 조성, 안지랑 녹색테마가로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공모, 계획 및 

사업추진
-남구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협업  

-중간조직을 통해 주민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주민 의견 수렴, 의견 수렴 반영 사업  

 계획 및 추진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중간조직
남구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이천동현장지원센터

주민참여 및 주민 
제안사업 추진 협력 등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5 2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10,826 2545.5

지방비

소계 5,750 1525.5

시도비 2,717 1015.5

시군구비 3,033 510

기타(재원명칭: 중앙정부 
공모사업(국비))

5,076 1,020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커뮤니티 시설 조성 시설개수 준공서류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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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민참여 도시재생 인식 개선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6-2
 주민참여 도시재생 
 인식 개선사업
 주민공동체 조직사업)

V 조정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1 053-664-2802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주민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토대 마련

      건전한 주민 조직 형성을 통해 주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여 대구 남구지역의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

    ② 사업 대상 : 도시재생 사업지역 및 활성화지역 주민

    ③ 사업 내용

      주민교육 사업

      • 주민마을학교, 주민 안전마을 교육 등 도시재생 사업 이해도 증진

      마을활성화 사업

      • 행복밥상, 마을음악회, 마을축제 등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활동 기록화 사업 

      • 포캣북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사업 추진

      • 주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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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공모, 계획 및 

사업추진 -남구 도시재생사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협업  

-중간조직을 통해 주민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주민 의견 수렴, 의견 수렴 반영 사업  

 계획 및 추진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중간조직
남구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이천동현장지원센터

주민참여 및 주민 
제안사업 추진 협력 등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5 2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312 238

지방비

소계 143 238

시도비 85 130

시군구비 58 108

기타(재원명칭: 중앙정부 
공모사업(국비))

169 0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주민참여도 향상 주민제안건수
소규모 재생사업 등 
제안 및 공모서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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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Go(살피Go, 고치Go, 즐겁Go) 남구희망기동대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6-3
 3-Go(살피Go, 고치Go, 
즐겁Go) 남구희망기동대

V 장경영 행복정책과 통합돌봄 053-664-2607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소득취약계층 생활전반의 위험요소나 불편사항 해소

      발 빠르게 찾아가는 남구 희망기동대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위기대응체계 구축 

      주민의 재능기부사업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의 공동체 의식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육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가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 협력)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주민 중 저소득계층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기동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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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주민생활과장

팀운영 희망복지지원담당

 발굴팀 출동팀  지원팀 

Ÿ 동 주민센터 담당자 13명
Ÿ 3GO팀
 (살피GO,고치GO,즐겁GO)
Ÿ 통합사례관리사 3명

Ÿ 희망복지지원단 7명

Ÿ 동 주민센터 방문팀
Ÿ 통합조사팀
Ÿ 복지통장, 복지위원
  다사랑알리미 

Ÿ 남구자원봉사센터
Ÿ 3GO팀
 (민간기술전문가 및 봉사단)
Ÿ 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Ÿ 방문서비스 연계 등
  민관네트워크 구축
Ÿ 현장방문 동행

      희망급여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 놓인 위기상황세대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사례대상자 중 공적지원이 곤란한 경우

       -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안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계비 

        ·긴급구호물품구입비

        ·단전·단수도시가스체납액지원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시 지원가능

       - 의료비 : 비급여 항목만 지원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 정신과 심리상담 및 치료비

       ·알콜중독·자살시도자에 대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질병 확진을 위한 MRI, CT등의 검사비

      - 주거비 : 긴급한 경우 월세 지원가능

     -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미용, 조리. 제과 제빵, 전자정보처리, 요양보호사

        ·기타 자격취득 등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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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사업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 주민

       -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 중증 장애인 세대 중 돌봄 가족이 없는 세대

       - 중증질환 등으로 근로능력판정 결과 근로능력없음 가구 중 돌봄 가족이 없는 세대

       - 기타 생활실태 확인결과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대

      •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현관 방충망 설치, 창문 방충망 수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만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

       - 형광등, 콘센트 교체 등 거동이 불편하여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즉각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법        

       - 남구자원봉사센터 연계, 민간자원봉사기술자 및 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3GO(살피  

   GO 고치GO 즐겁GO)팀 운영을 통한 신속한 처리

      희망보금자리 사업

      • 사업대상 및 입주대상     

       - 3년이상 무상임차에 동의 한 폐·공가

       - 입주대상 

        · 1순위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 불안정 세대

        · 2순위 : 저소득계층 중 주거 불안정 세대

      • 사업내용 

       - 폐·공가를 무상임차하여 도배·장판 및 보일러 등 주택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에  

   무상임대

       - 자립기반조성 :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저축 

      • 추진방법        

       - 자원봉사자센터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폐·공가 리모델링 추진

      3-Go(살피Go, 고치Go, 즐겁Go)봉사단 운영

      • 봉사단운영방법 

       - 남구자원봉사센터 연계 희망기동대 사업을 위한 봉사단 조직

       - 집수리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봉사자들로 구성

      • 활동내용 : 취약계층 생활불편 사업 및 희망보금자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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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행복정책과 희망기동대 계획 및 추진

- 대상자 발굴 및 사업추진 전반 협력공공기관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및 홍보

민간기관 남구자원봉사센터 3Go봉사단 집수리사업 수행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90 19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74 74

지방비

소계 74 74

시도비 52 52

시군구비 22 22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연계대상자 지원의뢰건수 결과보고서 1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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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 세부사업 명 시행방법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 대상 : 남구지역 노인복지센터 등록대상자  
○ 내용 : 노인복지센터 등록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합 대상자발굴을 

위한 모니티렁

긴급지원 추천대상자 
방문상담 및 선정 

○ 대상 : 긴급지원 대상자 
○ 내용 :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등 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지원센터의 긴급지원 추천 대상자 발굴 

자원봉사자 양성 

클린가정봉사원 모집 
○ 대상 : 선정된 해당 대상자 주변의 지역주민 
○ 내용 : 지역주민 자원봉사 조직을 통한 대상자 지원 및 향후 사후

관리 자원으로 활용

클린가정봉사원 
직무교육

○ 대상 : 선정된 자원봉사자
○ 내용 : 대상자에 대한 이해 및 접근의 방법,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6-4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6-4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V 이수진
햇빛노인
복지센터

- 053-474-974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지역 내 독거노인의 주거환경개선지원을 통해 노인냄새를 완화하여 클린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주거기본법 및 노인복지법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1차 기준 (일반적 기준)

      • 위생과 냄새의 관리가 필요한 남구지역 독거노인 우선순위 대상

      2차 기준 (전문적 기준)

      • 자체 지표를 활용한 노인냄새 문제 및 주거위생 환경의 심각도 평가

      • 사례회의를 통해 고위험 대상 선정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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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 세부사업 명 시행방법

서비스 제공사업  

개인위생  

클린용품
제공

○ 신체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전문 바디 전문 
클린용품 제공 

이미용 
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두발 관리를 위한 무료 
이미용 서비스 제공

목욕 
서비스 

○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신체적 청결함을 유지하는 
무료 목욕서비스 제공 

주거환경개선  

청소
○ 대상 중 집안의 전면적인 전문 청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집중 대청소

세탁 ○ 침구류 및 의복 세탁 

방역 ○ 여름철 해충에 대한 관리

집수리 ○ 집수리(도배,장판,방풍)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시공 

사후관리 

동년배 독거노인 
자조모임 

○ 대상 : 서비스 지원 대상자
○ 내용 : 참여노인 자조모임을 통해 소통의 장 마련 및 사회적 

관계유도 

‘우리집에 놀러와!’
방문 프로그램

- 이웃주민 연결

○ 대상 : 서비스 지원 대상자
○ 내용 
  - 프로그램 참여 노인 중 변화를 많이 보인 대상자 2명을 선택
  - 지역 주민을 참여 노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변화

된 모습 공유 및 고립감 해소  
  - 지역주민관의 지속적 연결고리 형성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주민생활과
대상자 발굴 및 

추가 서비스 연결 - 관과 민의 연합적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 
 지원, 공공기관의 인적자원(봉사자)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관계망 확보 및 민관기관(실
행기관)의 역할 용이 지원 

-대상자 서비스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지 주변 지역주민으로 조직, 또한 사후
관리의 일환인 ‘놀러와’ 프로그램에 지역주
민을 활용하여 사후관리 연계고리 형성

공공기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연결 및 
관리

주민자원봉사자 
조직

민간기관

햇빛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지원

대구주거복지센터
주거환경 개선 자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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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3 3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비예산 비예산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노인냄새 완화
노인생활만족도 향상 및 
활동일지 주관적 판단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 및 
활동일지

4

사회적 고립감 
해소

사회적고립감 감소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
2%



제4기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56 | 

6-6  주민 친화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6-6
 주민 친화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주명 건축과 건축 053-664-2945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유휴 사회자본 활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예산상의 문제로 목표수량 8개소 → 5개소 하향조정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소유자가 건물 철거 및 공공부지 사용(3년 이상)에 동의한 빈집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빈집 철거 후 주민편의시설 조성

      • 공용주차장 : 주민 편의시설 설치

      • 쌈지공원 조성 : 도심 녹지공간, 여가공간 확보

      대상지 혜택 : 공공용지 제공기간 동안 재산세(토지분) 면제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건축과
소규모주택정비 대상 발굴, 

정비실시

정비사업 발굴 및 지역 주민 
빈집정비사업 참여공공기관 행정복지센터 정비대상 발굴

민간기관 지역주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동의, 

빈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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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8건 5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439.844 100

지방비

소계 439.844 100

시도비 60 60

시군구비
379.844

(명시이월 339.844)
40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정비사업 개소수 정비사업 개소수 사업 보고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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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7  몸과 마음이 편안한 건강도시

성과지표명 지표산식 성과목표
전략

예산(백만원)

정신건강프로그램참여
연간 카운슬링 프로그램 

참여인원수
750 1,135

사업
번호

세    부   사   업   명
중점
추진
여부

성과지표 사업량
예산

(백만원)

7-1 생애주기별 힐링, 카운슬링운영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프로그램 
참여

750 2

7-2
 뇌청춘을 돌려다오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

치매조기검진자수 6400
1,036

프로그램 운영횟수 180

7-3
100세까지 반짝이는 
 건강 치아 만들기

○
프로그램 연인원 12800

88.5
프로그램 만족도 95

7-4  정신장애인 지역어울림 사업 ×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 
프로그램참여인원

640 1

7-5
건강Up행복Up 
지역중심재활사업

×

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의뢰건

500

7

프로그램 만족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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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생애주기별 힐링, 카운슬링 운영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7-1
 생애주기별 힐링 
 카운슬링운영

V 이영숙
남구정신건강

복지센터
- 053-628-5863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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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6.5.29.시행, 법률 제 14224호)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관내 참여대상자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정신건강사업 추진

      • 만성정신질환 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행사 등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실시, 자살예방홍보캠페인 추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연령대별 프로그램 추진 시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유지로 프로그램 효율성 증대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보건소 사업 예산지원 관리 감독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지원 및 교육홍보 캠페인민간기관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뢰 협조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속적인 대상자사례관리 

 



제4기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60 |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700 75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2 2

지방비

소계 1 1

시도비 0.5 0.5

시군구비 0.5 0.5

기타(재원명칭:  기금   ) 1 1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프로그램 참여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정신건강사업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실적대장
7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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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뇌 청춘을 돌려다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7-2
 뇌 청춘을 돌려다오 치
매 통합관리 서비스

V 박소연 보건소 건강관리팀 053-664-3695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체계적인「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치매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구축

      치매 환자가 지내고 있는 일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동네를 중심으로  

치매 친화적 기반 마련

      치매조기검진 강화 및 치매예방수칙 및 운동법 보급 확대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매 예방에 주력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심리적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 모두 행복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치매국가책임제(치매환자와 가족을국가가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남구주민(사업별 대상자 구분)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단, 치매환자에 한해 지문등록 가능)

       - 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 내용 : 인식표(80매), 보호자 실종대응카드 제작 배포, 남부경찰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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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약 복용 중인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 내용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지원, 매 2년 마다 소득재조사 

      •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치매환자 중 치매관리를 위해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

       - 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 내용 : 기저귀, 방수포, 요실금팬티 등 위생소모품 분기별 1회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대상 : 치매환자 중 인구학적 특성, 상황적 특성에 의해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대상자 가정

       - 내용 :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및 보호자 상담 및 지원, 치매노인 간병

요령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병·의원 및 시설 연계, 사회복지 등 타 서비스

팀 연계

      치매 조기검진사업

      • 치매 선별검사

       - 대상 : 주소지 관할 만 60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우선

       - 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경로당 방문검진, 복지관 등

       - 내용 : 센터에서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 진단검사 받을 수 있도록 상담

      •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대상 : 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로 판정되거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영남대학교병원, 문성병원, 굿모닝병원)

       - 내용 : 1단계 -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센터 혹은 협력병원

               2단계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력병원

     

진단분류 서비스 내용

치매 진단 시 원인확진 검사 연계, 등록 관리 시행

치매 고위험 연1회 검사, 치매예방 생활수칙 및 운동법 보급

정상 2년마다 1회 검사, 치매예방 생활수칙 및 운동법 보급

      * 치매 고위험군: 인지저하자, 만 75세이상 독거노인, 만 75세 진입자

      치매환자쉼터 운영사업

      •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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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경증 치매환자 

       - 기간 : 분기별 편성 운영(연 4회)/ 1회기 당 12주간 운영

       - 장소 : 온마을 사랑방쉼터(중앙대로 38길 13-2 지하1층)

       - 내용 : 인지치료(반짝활짝 뇌운동 등), 인지자극(요가교실)등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낮 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치매 가족지원사업

      • 치매가족교실 운영(헤아림)

       - 대상 : 경도인지저하 및 치매환자 가족

       - 기간 : 분기별 편성 운영(연 4회)/ 1회기 당 6주간 운영

       - 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 내용 : 치매환자 가족들 간 경험 공유 및 집단상담, 환자 이해 및가족 자신 치유 교

육 등

     •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 장소 : 남구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 카페(써니커피)

      - 내용 : 치매환자 가족들 간 경험 공유 및 집단상담, 환자 이해 및가족 자신 치유 교육 등

      • 치매가족 카페 운영      

       - 대상 : 치매환자 및 치매 환자의 가족,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기간 : 연중상시

       - 장소 : 온마을 사랑방쉼터

       - 내용 : 치매환자 및 가족 간 정보교류, 치매관련 정보 제공, 힐링프로그램 진행

      •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운영

       - 기간 : 분기별 편성 운영(연 4회)/ 1회기 당 12주간 운영

       - 장소 : 온마을 사랑방쉼터

       - 내용 : 음악교실, 원예치료 등 힐링프로그램 진행

      치매예방 관리사업

      • 치매예방교실 운영

       - 대상 : 관내 60세이상 어르신

       - 방법 : 경로당, 복지관 등 연계

       - 내용 : 치매예방체조, 3.3.3 치매예방수칙 등 치매예방교육

      •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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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어르신

       - 기간 : 분기별 편성 운영(연 2회)/ 1회기 당 6주간 운영

       - 내용 : 치매예방체조, 3.3.3 치매예방수칙 등 다양한 인지강화 활동

      • 치매안심마을 운영

       - 대상 : 1개동 이상 운영 

       - 방법 :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주민단체 연계

       - 내용 : 지역사회 필수 서비스 공급자들이 치매교육을 받고 치매환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 치매인식개선 및 캠페인

       - 대상 : 관내 주민

       - 방법 : 온라인(카페, SNS 등), 홈페이지, 소식지 등 및 지역 축제, 지하철역사 내

       - 내용 : 치매선별검사,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치매안심센터 등 안내·홍보

   ③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남구보건소 치매사업 전반 

- 치매사업 계획 운영 및 
운영위원회 회의

복지지원과 대상자연계

관공서 남부경찰서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예방 
지문등록

민간
기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연계

햇빛노인복지센터

치매조기검진 및 프로그램 
대상자 연계

햇빛치매노인복지센터

참좋은노인복지센터

참좋은주간보호센터

대덕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치매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성병원

치매검진굿모닝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참좋은기억학교 경증치매환자 연계

영남이공대 
간호학과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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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6,400 6,4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836 1,036

지방비

소계 168 207

시도비 117 145

시군구비 51 62

기타(재원명칭:국비) 688 829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치매조기검진자수
60세이상 

치매선별검사 
실인원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6,400명

프로그램 
운영횟수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횟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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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00세까지 반짝이는 건강 치아 만들기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7-3
 100세까지 반짝이는 
 건강치아 만들기 사업

V 이다겸 보건소 의료지원팀 053-664-3613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구강질환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부담 가중과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취약한 치과의

료 이용의 격차를 초래하여 구강건강 불평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인구고령

화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변경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 : 지역주민

   ③ 사업 내용 

     반짝이는 튼튼치아 만들기 사업

      • 사업대상 : 관내 만15세 이하 아동․청소년

      • 사업내용

      - 전문가 불소도포(불소겔, 불소바니쉬, 불소이온도포) 시술

       - 즐거운 구강보건교육, 설문조사, 치태 및 치석관리, 치면세마

       - 개별 바른 잇솔질 교육 및 건강관리 홍보물 배부 : 불소용액양치사업 연계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 사업내용

       - 불소도포, 스케일링, 전문가잇솔질교육, 틀니초음파세척, 구취(입냄새 측정), 

         저작력검사, 칫솔질리더 선정

       -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지원 : 전부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다문화가족·장애인 사랑의 치아돌보미

      • 사업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 대구대 특수학교 및 학교 특수반 장애인

      • 사업내용

       - 보건소 : 구강보건교육, 다문화가족구강건강교실운영,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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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한마음연합치과) : 구강질환치료, 스케일링, 발치, 예방진료 등

      불소용액양치 생활 실천

      • 사업대상 : 구강보건실 내소자 및 관내 보육시설, 초등학교, 경로당 등

      • 사업내용

       - 0.2%불화나트륨 용액 배부로 주1회 실시

      구강보건교육·홍보

      • 사업대상 : 지역주민

      • 사업내용

       - 대학의 치과 위생과와 연계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구강건강위험 행태개선

      엄마랑 아이랑 치아건강 런닝맘(Learning Mom)

      •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100명

      • 사업내용

      - 임산부 구강건강상태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치주관리 서비스(50명)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잇솔질 교육 및 구강관리교육 

      - 모자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를 통한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보건소 치아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추진

-치아건강 관련 교육
-행사 및 자원봉사 정보 공유  
 및 건강증진사업 연계추진
-교육 등 참여
 

민간기관

남부 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관련 협조

  남구치과의사회 노인의치보철시술 의뢰, 
구강보건사업관련 간담회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시술대상자 발굴 등

 관내 초·중학교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용액양치교육 관련 협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시술안내문 배부 홍보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대구보건대학교치위생과
경운대학교 치위생학과

영남이공대학교
치위생과

구강건강관리 사업 교육 및 
행사지원, 불소도포 사업 협조

한마음연합치과
특수학교 및 학교 특수반

다문화가족 장애인 
무료치과진료 및 대상자발굴

남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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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12,800 12,800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88.5 88.5

지방비

소계 80 80

시도비 40 40

시군구비 40 40

기타(재원명칭: 국비) 8.5 8.5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연인원 결과보고서 12,800명

프로그램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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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정신장애인 지역 「어울림」 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7-4
 정신장애인 지역 
 「어울림」 사업

김세훈 건강증진 비콘 053-628-5868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지역사회 내 위치하여 정신재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동네 주민의 구성원으로써의 소속감 향상. 

      정신질환자에 대해 편견해소 및 권익을 옹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성과지표 기존 긍정적 태도 향상에서 프로그램 참여인원으로 변경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시설 이용 및 입소 회원 70명 

      비콘 이용회원 및 입소회원 중 자발적 참여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봉사활동 : 회원 및 봉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과 시기, 시간, 구역, 자원 봉사  

  활동 등을 논의하여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봉사를 기획하고 실행 (예시 : 길거  

  리 청소, 벽화 그리기, 안전지킴이 등)

      정신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 인근 지하철 및 대학교 방문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및 인식을 개선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공공기관 대구도시철도공사 캠페인 관련 역사 내 장소 대여
- 정신건강 관련 교육, 행사 및 
 자원봉사 정보 공유
-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교육  
  참여를 통한 주민들과 회원들의  
  친밀감 형성 

민간기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참여 행사 정보 공유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참여 시 협력하여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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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건) 봉사활동
1회

/30명

봉사활동 240명
인식개선 
캠페인

400명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0.044 1

지방비

소계 0.044 1

시도비

시군구비 0.044 1

기타(재원명칭:               
    )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연인원 결과보고서

봉사활동(8회) 입소 및 이용 회원 
참여 240명

정신장애 인식개선 캠페인(4회) 
지역주민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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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강UP행복UP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번호 및 세부사업명
중점추진
사업 여부

(V)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7-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권해경 보건소 의료지원팀 053-664-3665

  (1) 사업 목적 및 추진근거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일상생활에의 자립능력 증진을 도모

      지역주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여 후천적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장애 발생을 예방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2)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없음

  (3) 사업 개요

   ① 사업 기간 : 2019년 1월 ~2022년 12월

   ② 사업 대상(선정기준 포함) : 보건소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및 지역 주민

   ③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서비스 목록 사업대상 사업내용

방문재활서비스
중증재가 장애인 및  

가족

-만성질환건강관리서비스 
-건강검진 활성화 및  보건소내 사업 연계 서비스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방문재활서비스

재

활

프

로

그

램

운

영

함께하는 함박웃음 

재활건강교실
뇌병변·지체장애인

-기초건강검진 및 기능평가
-대상자 재활운동
-건강관리교육

건강! 쑥쑥! 

새싹재활교실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
-신체활동프로그램 및 감각통합프로그램
-장애아동 부모교육 등

똑똑똑! 찾아가는 

재활희망교실
특수학교 등

-심한장애 맞춤형 재활운동
-재학생 건강관리교육

웃음꽃이 피어나는 

힐링데이

관내 장애인시설 및 협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장애인 취미활동 프로그램 
-건강관리교육 등

교육 및 2차 장애관리교육 등록 장애인
-장애인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교육
-뇌졸중 재발방지 및 낙상예방교육 등

기타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내 지역주민
-어린이 생활안전교육
-뇌졸중 및 낙상예방교육, 허약노인 건강관리 교육 등
-관내 희망 초등학교 

유관기관통합서비스
등록장애인 및 

지역주민
-지역사회 통합적 맞춤형 재활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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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계획 및 추진

-보건소 내 사업 연계 서비스 등

- 지역재활사업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

- 자원봉사 정보 및 공유

-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추진

복지지원과 -관내 장애인 현황 및 명단 파악 협조

-사례관리 대상자 연계 및 발굴

-홍보 및 복지서비스 연계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우울선별검사, 
-정신 관련 증상 대상자 센터 
연계의뢰

민간기관

문성, 남산병원 대상자 의뢰 및 자문의뢰

지체장애인협회
-대상자 상호연계 및 복지서비스

-자원봉사자 지원 협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세터
대구보건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대구대학교

-장애기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자문의뢰
-자원봉사자 지원

   ⑤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9
(지속사업) 2020 비고

사업량 (단위: 명)
500명

(보건소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500명
(보건소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7 7

지방비

소계 3.5 3.5

시도비 1.75 1.75

시군구비 1.75 1.75

기타(재원명칭: 국비    ) 3.5 3.5

 

 (4)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2020)

장애인 
등록인원

보건소 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00명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 조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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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계획1

1  재정계획 개요

   사회보장사업 소요예산 전망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전체 예산의 64.5% 차지함.

     문화관광예산에 2019년 인프라확충사업인 강당골 체육공원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복지예사의 전반적 상승으로 사회보장예산 증가 됨.

구분
2020년
(백만원)

2019년
(백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비중(%)

전체 예산 367,990 329,197 11.78 100

사회보장사업
(사회복지+보건+문화 및 관광+교육)

253,317 219,767 15.25 68.83

사회복지(080) 237,387 202,399 17.29 61.48

기초생활보장(081) 60,277 52,344 15.16 15.90

취약계층지원(082) 45,696 35,600 28.37 10.81

보육·가족 및 여성(084) 30,202, 30,009 0.66 9.11

노인·청소년(085) 96,262 79,805 20.62 24.24

노동(086) 3,386 2,969 14.06 0.90

보훈(087) 1,562 1,669 △6.25 0.51

보건(090) 8,135 7,413 9.97 2.25

문화 및 관광(060) 5,460 7,872 △29.40 2.35

교육(050) 2,335 2,083 12.10 0.63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관 예산 확보 방안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2천만원) 보장계획 

관련 세부사업 추진에 예산편성 사업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의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및 민간 공모 적극 발굴하여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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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V) 

2020

조달계획지방비
기타 합계

시도 시군구

전략1]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복지공동체 형성

1-1 마을복지공동체 
남구 희망앰뷸런스 V 0 비예산

1-2 정이품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V 5.5 5.5 본예산 편성

1-3 나눔공동체 사업 V 104 104 공동모금회 
민간모금

1-5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7 7 본예산편성

1-6 지역복지 모니터 사업 0 비예산

1-7 주민어울림의장 복지한마당 45 45 본예산편성

1-8 사회보장신규사업 발굴 0 비예산

1-9 공동체 할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전략2] 생애주기별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 마련

2-1-1 고독사Zero프로젝트 
카카오 복지사업 V 0 비예산

2-1-2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통합보
건복지 사례관리 V 582.375 582.375 1,164.75 2,329.5 본예산편성

2-1-3 온마실 돌봄공동체 세대공감
행복100세프로젝트 V 10.7 1.7 민간공모

2-1-4 고독탈출 독거노인 
단짝친구 맺기 V 4 2 6 국비,민간공모

2-1-5 민간고독사예방 지원 사업 14 2 16 본예산편성
민간공모

2-1-7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2 22 43 86 본예산편성

2-1-8 돌봄인프라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0 30 60 120 본예산편성

2-1-9 중증장애인가정기능강화사업 8 8 본예산편성

2-1-10 사회적고립가구 통합서비스 지
원센터「나 혼자 산다」 6.17 6.17 민간 후원금

2-1-11 청년발달장애인 사회적 돌봄사업 50 50 민간공모

2-2-1 위기사례발굴 및 학대예방보
호시스템운영 V 0 비예산

2-2-2 자살예방조기개입체계구축 V 0 비예산

2-2-3 범죄피해자, 가해자 가족긴급 지원 V 0 비예산

2  재정계획 개요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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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V) 

2020

조달계획지방비
기타 합계

시도 시군구

2-2-4 가족폭력 및 학대예방을 위한 
지킴이 활동 0 비예산

2-2-5 찾아가는 인성감수성 
향상 교육 0 비예산

2-2-6 인권문화 콘서트 0 비예산

전략3] 모든 세대가 행복한 
       미래교육공동체 

3-1 돌봄학습공간 
온마을아이맘센터 운영 V 12.5 194.5 207 본예산편성

3-2 함께여서 즐거운 
한어울예술단 운영 V 10 10 본예산편성

(민간지원)

3-3 온마을 배움터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V 171.085 171.085 본예산편성

3-4 글로벌 앞산사업 V 9 9 본예산편성

3-5 지역자원연계 
방과후 교육돌봄사업 V 102 96 198 본예산편성

3-6 교육복지자원봉사단운영 3 3 민간자원

3-7 남구영유아체험센터 운영 9 9 본예산편성

3-8 배우Go 꿈꾸Go 
희망배움나눔 사업 0 비예산

3-9 장애공감 수어보금사업 0 비예산

3-11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212 212 본예산편성

3-12 교육-돌봄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허그인·허그맘」 19 19 민간후원금

전략4] 생활과 복지를 잇는 
       고용복지체계 구축

4-1 취창업 코칭 프로그램 구축 V 10 5 77 92 본예산편성

4-2 공유형일자리지원센터 운영 V 72 72 본예산편성

4-3 행복센터  연계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사업 V 28.84 7 28.84 64.68 본예산편성

4-4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V 225 645 870 본예산편성

4-5 우리지역고용 공동체 사업 V 0 비예산

4-6 일하는 행복한 노후 
노인인력파견지원 사업 7.5 7.5 15 본예산편성

4-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징검다리 사업 4 4 본예산편성

(국비/민간위탁)

4-8 자활동기부여 사업 5 5 본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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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V) 

2020

조달계획지방비
기타 합계

시도 시군구

전략5] 세대가 공감하는 
       나눔 소통형 문화 공동체

5-1 청소년 문화 활성화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 V 7.2 80.2 9.6 97 본예산편성

5-2 대명공연 거리 활성화 V 110 80 190 본예산편성

5-3 재능 나눔 여가문화 확산 V 5 3 8 본예산편성

5-4 앞산과 함께하는 
건강여가문화 사업 V 40 40 본예산편성

5-5 행복가정 여가문화 만들기 0.95 0.95 1.9 본예산편성

5-6 주민어울림 구립도서관 운영 15 359 374 본예산편성

전략6] 환경-주거복지일체형 
       환경도시

6-1 명품도시 창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V 1,015.5 510 1,020 2,545.5 본예산편성

6-2 주민참여 도시재생 
인식개선사업 V 130 108 238 본예산편성

6-3 3-Go(살피Go,고치Go,즐겁Go)
남구희망기동대 V 52 22 74 본예산편성

6-4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 V 비예산

6-6 주민 친화적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60 40 100 본예산편성

전략7] 몸과 마음이 편안한 건강도시

7-1 생애주기별 힐링, 카운슬링
운영 V 0.5 0.5 1 2 본예산편성

7-2 뇌청춘을 돌려다오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V 145 62 829 1,036 본예산편성

7-3  100세까지 반짝이는 
 건강치아 만들기 V 40 40 8.5 88.5 본예산편성

7-4  정신장애인 지역어울림 사업 1 1 본예산편성

7-5  건강Up 행복Up
 지역중심재활사업 1.75 1.75 3.5 7 본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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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계획2

1  조직 및 인력 운용 관리 개선 계획

  남구 행정조직 현황

     행정조직

     Ÿ 기    구 : 3국 1실 17과,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의회사무과, 13개동

     Ÿ 공 무 원 : 671명

[ 행정조직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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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관련 부서 사회보장 관련 추진 업무

행복정책과

· 주민 후원연계사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및 평가  
· 통합사례관리
· 자원발굴 및 후원연계
·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사업 시행
· 복지관 관련 업무 추진
· 보훈대상자 및 단체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시설 시설운영 및 관리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청소년)
· 경로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경로당 지원
· 장애인등록업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업무  
· 한부모가정 지원, 여성단체, 일가정 양립 사업 추진
·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추진

[ 사회보장관련부서 현황도 ]

     사회보장 관련 부서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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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어린이집 지원
· 아동수당, 아동시설관리 및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
· 영유아체험센터 운영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사례관리
· 사회복지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
· 전세자금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 자활사업 취업성공채키지 등 취업지원 
· 노숙인 및 노숙인 시설 관리 

교육홍보과

· 진로진학코칭센터, 예절대학, 성인문해교육
· 학교지원사업
· 우리마을배움나눔사업 
·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학습지원, 평생동아리지원
· 여가레져활동 촉진
· 생활 체육 육성
· 국민체육센터, 구민체육광장 운영 
· 구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문화관광과

· 여가 관광자원 개발 
· 빨래터축제, 신천돗자리 등 주민화합 축제 및 행사 
·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및 지원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보건소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사업
· 방문간호사업
· 주민건강증진사업, 금연환경조성사업
· 지역재활사업
· 생애주기별영양관리사업
· 구강건강관리 사업 등

대덕문화전당

· 공연기획 예술단 관리
·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 대구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청소년창작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청소년어울림마당, 학교연계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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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운영-관리 개선 계획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의한 통합돌봄사례관리자 전면 배치 완료

      Ÿ 장애인 통합돌봄사례관리사에 의한 장애인 전수 욕구조사 실시

      Ÿ 전문적 통합사례 관리 추진

 [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및 인력 현황 ]

구분 전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민간
계약직

보조
인력

비고
계 복지직 행정직 그외직렬

공무직, 
시간제 등

총계 208 144 101 39 4 26 38

남구청 95 78 47 27 4 13 4

읍면동 합계 113 66 54 12 13 34

이천동 10 6 5 1 1 3

봉덕1동 8 5 4 1 1 2

봉덕2동 8 5 3 2 1 2

봉덕3동 8 5 4 1 1 2

대명1동 8 5 4 1 1 2

대명2동 9 6 5 1 1 2

대명3동 13 6 5 1 1 6

대명4동 10 5 4 1 1 4

대명5동 7 4 3 1 1 2

대명6동 7 5 5 1 1

대명9동 10 4 4 1 5

대명10동 8 5 4 1 1 2

대명11동 7 5 4 1 1 1

※ 2019.10월말현재

주 1) 그 외 직렬은 복지직, 행정직 이외의 직렬을 의미하며, 세무직, 전산직, 기술직(공업, 농업, 보건, 식품위생 

등), 기능직(토목, 건축, 통신, 기계 등) 등이 포함 

   2) 민간 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이 포함

   3) 보조 인력은 사회복무요원,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도우미, 준사례관리사 등이 포함



Ⅲ.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계획

대구광역시 남구 | 183

2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개획

 도(도와주고) 토(토닥이며) 리(이어주는)  이동상담소 운영

 복지급여에 대한 이해부족과 행정복지센터 내방상담에 대한 낙인감으로 주저  

하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현장 상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개요

     • 기   간 : 2020. 2월 ~ 12월

     • 대    상 : 관내 주민

     • 내    용 : 추천발굴대상자 현장방문 및 관내 취약기관 순회 상담 병행

     • 소요예산 : 비 예산

     추진계획

     • 계획수립 : 2020년 1월중 

     • 운영방법

      - 현장상담반 편성 : 통합조사담당자 및 洞복지담당자 (2~3명이내)

      - 방법

발굴대상자
추천 ➡

방문조사
➡

소득재산조사
➡

서비스연계 및
맞춤형급여

洞 洞,통합조사팀 통합조사팀 洞,통합조사팀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청대상자 추천 방문조사

      - 관내 취약지역 주요기관 순회상담 : 매분기 1회  

     • 남구홈페이지 및 남구사랑지 홍보와 관내 취약기관 홍보물 제작배포

     기대효과

     • 행정복지센터내방 상담 신청의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 현장방문상담에 의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제공으로 적극적 복지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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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stop! 복지수급 권리는 의무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복지대상자는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의무 바로 알리기』 사업을 통한 성실한 신고 유도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20. 1월 ~ 12월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대상자

     • 소요예산 : 비 예산 

     • 사업내용  

      - 『신고 의무 바로 알리기』 안내문 제작 및 배부 : 연 2회

      -  부정수급 예방 교육  : 연 2회 

      -  수시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철저 

     추진방법 

추진시기

➡

추진방법

➡

추진부서

반기별
(1분기/3분기)

안내문 배부
(신고의 의무 및 부정수급규정 등) 행정복지센터

반기별
(2분기/4분기)

맞춤형급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

생활보장과 
통합관리팀

월별/상·하반기   확인조사 및 수시변동 관리 생활보장과 
통합관리팀

     기대효과

     •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방지 

     • 작은 부정도 부당함을 안내,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유도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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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3
 

   인적 안전망 사업 명칭 :  마을 복지공동체 남구 희망앰뷸런스 

   인적 안전망 구성의 다양화 및 확충 계획

    남구희망앰뷸런스 사업 운영

    Ÿ「남구희망앰뷸런스」 구성 : 13개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086명

    Ÿ「남구희망앰뷸런스」 역할

      - 찾아가기 : 지역 내 독거노인, 환자가구, 장애인세대 등 어려운 이웃에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발굴하기 : 지역 내 어려운 주민 및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행정복지센터  

              알리기

      - 보살피기 :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 수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충

    Ÿ 개념 :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무보수·명예직 지역   

주민으로 기존의 자율적으로 설치한 인적 안전망을 모두 포함  

    Ÿ 역할 : 안전망으로서의 역량교육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Ÿ 확충방안

      - 경로당 임원 위촉

       ·지역 내 총64개 경로당 

       ·독거노인에 대한 빠른 대처 가능

       ·갑작스런 경제적, 학대 등 위기 파악에 용이함.   

      - 보육시설, 장애인 시설 등 이용기관 근무자 위촉

       ·지역 내 어린이집,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 근무자 위촉

       ·이용자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고 이용자에 대해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내실화

     Ÿ 필요성 : 2019년 최초 구성되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양적 확충에 치우친  

면이 있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내실이는 희망앰뷸런스 사업 

추진을 위해 질적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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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복지통·

이장

기타

조직단체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기타

계 1,086 161 457 260 44 58 106

이천동 100 11 27 32 16 14

봉덕1동 52 12 20 20

봉덕2동 83 10 45 21 7

봉덕3동 98 11 28 15 4 37 3

대명1동 88 14 54 13 1 3 3

대명2동 88 15 26 31 6 10

대명3동 88 15 27 38 5 3

대명4동 112 9 88 12 3

대명5동 50 14 33 1 2

대명6동 64 11 23 28 2

대명9동 96 13 27 17 4 35

대명10동 82 13 42 12 7 5 3

대명11동 85 13 17 21 4 2 28

    Ÿ 추진방안

     - 각 단체별 활동 위원 중심 정비 

     - 역량강화 사업

      · 자살예방교육 등 권장 교육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에 대한 교육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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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4

  복지인프라 확충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기간 : 2018.8~2022.12

    위  치 : 남구 대명복개로1길 38(대명동 1600-7번지)외 2필지

    규  모 : 대지 2,446.5㎡, 건물 1,317.82㎡(지하1, 지상4층)

    사업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재산 매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구축으로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 조성

    사업비 : 100억원(국비 39.5, 지방비 60.5억원)

      ※ 매입비 40억원, 신축 60억원 

    기대효과

     Ÿ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시니어클럽 등 복지관련 사무실 이전으로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 이용불편 해소 

     Ÿ 문화, 여가, 취미 등 다양한 컨텐츠 제공으로 주민 욕구 해소

     Ÿ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보육인프라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량 : 총 1 개 

    사업 기간 : 2020년

    확충방법

     Ÿ 기존어린이집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Ÿ 공동주택 설치 의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대효과

     Ÿ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저비용 고질의 공공보육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 충족 

및 젊은 인구의 유입 

     Ÿ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으로 지역의 민간시설과 함께  보육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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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 추진

  (1) 대명5동 새뜰마을사업

    사업기간 : 2017~2020

    소요예산 : 20억원

    사업내용 :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지원, 거주 환경개선, 소화전 등 설치 등

  (2) 이천동 우리동네살리기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사업기간 : 2019~2021

    소요예산 : 90억원

    사업내용 : 대봉배수지, 서봉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천동 노후주거지에 이천문화마당,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이천커뮤니티센터 등 조성

  (3)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빈집 정비, 역사문화자원 연계를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

    주민주도 거점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및 지원사업 등으로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

    사업지역 내 녹색건축물, 공원 녹지 확보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사랑방 등 복지

시설 정비

    무인주차장, 노후 된 옹벽 및 담장 정비, 커뮤니티시설 등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살고 싶은 정주 공간 조성

  문화인프라 구축 『대구도서관』 건립

    사업기간 : 2015~2021

    위  치 :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규  모 : 연면적 14,350㎡, B1/4층

    사업비 : 498억원 (국비 255, 시비 243)

    사업내용 : 복합문화공간 조성, 어린이 영어영화관 설치    

    기대효과

     ∙ 지역 내 건립되는 대구대표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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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추진 계획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간에 건립되는 복지시설이나 복지관련 정부시책 및 구정운

영에 대한 입법사항은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할 것임.

     민관 협력 및 협의체 활성화 계획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복지거버넌스 구현 

  (1)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타운홀 미팅 

    Ÿ 2019년도 3개동에 실시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타운홀 미팅을 13개동 전체에  

실시

    Ÿ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 동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Ÿ 실무협의체와 연계한 타운홀미팅을 통하여 구 협의체와 연계 협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주민 인적자원망 활성화

    Ÿ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매뉴얼 제작 

    Ÿ 활동매뉴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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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단위 지역사업 발굴 사업 

    Ÿ 정이품 마을특화 사업 운영

     - 동협의체별 공모방식의 사업 발굴 및 시행

     - 동 특색에 맞는 지역사업 발굴 

  (2)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강화사업 

    Ÿ 동협의체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동간 역량차이에 오는 위기감 해소

    Ÿ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간담회 개최등 교류 사업 실시

  (3)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를 통한 교류 활성화

    실무협의체 위원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타운홀미팅과 같은 협력사업 추진

  주민 · 민간기관 · 공공기관 함께하는 협의체 민관협력사업 추진

    복지한마당 추진

    Ÿ 다양한 민간기관 발굴 참여 

    Ÿ 민간사회안전망, 동지역사회장협의체 부스 운영 참여

    Ÿ 다양한 주민체험 아이템 개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모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신규 사업 발굴 추진

    Ÿ 예)‘19년 세대공감 합창대회 코러스페스티벌 in 남구 주민등 6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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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체계 구성1

  모니터링 체계 구성배경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피드백하여 보장계획의 시행 방향에 반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모니터단과 전문가가 포함 된 실무협의체 모니터단을 구성

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에 대하여 상시 체크링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임

  모니터링 및 평가 구성 체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TF팀 구성 

    Ÿ 실무협의체 민관협력 모니터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개 실무분과 분과장과 지역사회

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담당공무원 포함

    Ÿ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모니터단 

      - 생활공감정책정책 모니터단 및 청소년정책위원회로 구성하여 온·오프라인 활동성에  

  기인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민관협력행사 참여 등

TF팀장 주민행복국장

민간TF 팀장 공공TF 팀장
실무협의체위원장 행복정책과장

자문위원단 연구팀 의견수렴 및 계획추진팀
자문팀 기획총괄분과 민+관실무분과/모니터단

￭ 학계전문가 : 2명

 • 엄태영 교수

 :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임우현 교수

 :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 기획총괄분과장

￭ 지역돌봄분과장

￭ 보호안전분과장

￭ 교육복지분과장

￭ 고용복지분과장

￭ 여가문화분과장

￭ 주거환경분과장

￭ 건강증진분과장

￭ 행복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외 1

￭ 상근간사

￭ 구 사업팀장 : 19명
 • 행복정책과 : 복지연계협력팀장 외 2명
 • 복지지원과 : 고령사회팀장 외 3명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장 외 2명
 • 미래안전과 : 인구정책팀장 1명
 • 도시재생총괄과 : 도시재생1사업팀장 1명
 • 시장경제과 : 일자리창출팀장 1명
 • 교육홍보과 : 여가체육팀장 외 3명
 •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팀장 1명
 • 남구보건소 : 건강증진팀장 1명
 • 대덕문화전당 : 예술창작팀장 1명
￭ 7개 분과위원 : 64명
￭ 보장계획모니터단 : 주민모니터단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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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상세역할 비고

실무

협의

체

민관

협력

모니

터단

실무협의체 
위원장

(기획총괄분과장)
정순화

남구종합사회
복지관부장 · 모니터링단 총괄지휘

· 계획수립 이행점검 및
  결과분석 총괄실무협의체

부위원장
황상선

대구여성인력
개발센터 부장

지역돌봄분과장 이영미
대구농아인협회 

사무처장

· 분과별 분과회의 주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시행 결과 분석 
∙ 의견개진 

보호안전분과장 김지숙
남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실장

교육복지분과장 정재우
대명사회복지관 

부장

고용복지분과장 김동하
남구시니어클럽 

실장

여가문화분과장 정은영
대구YWCA
사무국장

주거환경분과장 이안나

대구광역시 
남구도시만들기

지원센터 
사무국장 

건강증진분과장 이영숙
남구정신건강
증신센터 팀장

공무원 이창지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 모니터링단 행정실무 담당
· 시행 및 이행 점검 결과
  분석 행정적 지원 공무원 이진영

주민생활과
복지기획 주무관

학계전문가 임우현
영진사이버대학 

교수
· 전문가 자문, 총괄평가 

협의체 배문현 협의체 간사
· 소통과 연계 업무
  회의 지원

주민 황선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회장)

· 주민의견, 정책 제시 등 

주민

모니

터단

주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15명)

∙ 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 민관협력행사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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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적 모니터링 방법 실시주기

이행
점검
모니
터링

Ÿ 계획 이행 점검
사업담당부서 및 자체평가 수시

주민모니터단 현장참여평가 수시

Ÿ 사업별 추진내용 점검
실무협의체 민관협력 모니터단
평가회

반기1회
(연2회)Ÿ 사업별 예산 확보 및 

  자원투입의 적절성 점검

점검
내용

집행
과정

당초 계획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예상치 않은 상황 발생 혹은 사업 부진 시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협력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기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자율적 의사소통채널이 적절한지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수립2

  모니터링 및 평가 목적

  (1) 모니터링 및 평가 목적

    계획의 시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방향에서 성과를 평가

    제4기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당초 목표 이행 여부,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 집행 점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의 전반적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획의 충실성 확보

    향후 수립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해야 할 부문을 진단 및 제언

  모니터링 수행과정

모니터링단 

구    성 

모니터링 

지표구성

계획수립

모니터링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확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이행점검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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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확인점검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구분 목적 모니터링 방법 실시주기

결과
확인
모니
터링
(자체
평가)

Ÿ 목표달성도
세부사업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연1회
Ÿ 예산집행률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률 평가

Ÿ 평가결과 반영도 모니터링 결과의 사업반영 및 개선사항 점검

점검내용
사업영역 내 모니터링은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평가항목 및 지표

영역 내용

이행

점검

추진

과정

계획대비 예산 확보 비율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팀 구성의 적절성

세부계획 추진일정과 절차의 준수정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 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지역주민대상 각종 관심유발 행사 수행정도

지역 내 민간자원개발 및 동원 정도

결과

확인

추진

결과

추진팀의 실제 활동 정도

목표달성 정도

결산 비율



Ⅴ

[첨부자료]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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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사업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지사협
(*시도 
사보위)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문서번호) 

2019

지역 6-5
수집증후군 
지원사업

폐지 -민간기관예산 미확보 및 대상자 확보문제로 폐지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1-1

마을복지 
공동체 

남구희망앰뷸
러스

변경
-내용추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인적안전망 사업으
로 명예사회복지공
무원 구성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2-1-2

커뮤니티케
어를 위한 
통합보건복
지 사례관리

변경

- 장애인 통합돌봄선도
사업 사업명/사업내용, 
성과목표등 일체 모든 
사항 변경

-장애인지역사회통합
 돌봄선도지역으로
 선정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2-1-8
국공립어린
이집 확충 

사업
변경

-성과지표 
 어린이집이용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이용 10%
-예산 : 0

-당초 국공립 전환
 추진예정 법인어린
이집 사업포기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3-7
남구영유아
체험센터 

운영
변경

-성과지표 
 어린이집이용아동 중
 이용율 24%

-대상자의 이용률로 
성과지표의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3-9
장애공감 

수어보급사업
변경

-성과지표
이용자수, 공모전참가
자수 삭제

-성과지표(2개 삭제)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3-11
배움으로 

활력 넘치는 
평생학습

변경 -예산 : 212백만원 -예산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4-1
취창업 코칭 

프로그램 
구축

변경 -예산 : 92백만원 -예산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4-2
공유형 

일자리지원
센터운영

변경 -예산 : 72백만원 -예산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4-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변경 -예산 : 947백만원 -예산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4-7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징검다리」
사업

변경
-성과지표
 취업유지율: 90%이상
 신규작업장발굴:4개소

-객관적 지표로 변
경

-추진기관 요청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5-5
행복가정 
여가문화 
만들기

변경

-세부사업 중 일부내용
인 모두가족봉사단 

사업 미실시
-성과목표수준 : 
 회기별 참여인원 300명
-예산액: 3.8백만원

-시행기관 일부사업 
미실시로 목표수준 
및 예산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5-6
주민어울림
구립도서관 

운영
변경 -예산 :333백만원 -예산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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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사업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지사협
(*시도 
사보위)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문서번호) 

지역 6-6
주민 친화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변경

-예산:439백만원
-목표수준 : 10개소

-예산 및 목표수준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7-3

100세까지 
반짝이는 
건강 치아 
만들기사업

변경 -예산:17백만원 -예산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7-4

정신장애인 
지역  

「어울림」 
사업

변경
-성과지표 :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 
프로그램참여인원    

-성과지표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2020

국비 1-4
거점형 

마을공동체 
사업

폐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적 사업
-연계 위탁기관의 자체사업 전환 등으로 사업
제외 의견 및 계획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회의 
의견

‘19.10.30
비해당

(국비사업)

지역 1-9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
센터 건립

신규 -복지인프라 구축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2-1-6
민간긴급

지원
폐지

-추진민간기관의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 
 미추진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2-1-10

사회적고립
가구 

통합서비스
지원센터

「나 혼자 산다」

신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독거가구에 대한 통합서
비스 지원  

-2020년부터 신규추진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2-1-11
청년발달장
애인사회적 
돌봄사업

신규

-성인기로 진입한 청년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 
및 가족지원사업

-2019년6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과 연계하여 민간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임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국비 3-10

주민욕구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활성화

폐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고보조금사업
 으로 폐지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3-12

교육-돌봄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허그인허그맘

신규
-학교부적응 아동의 학교적응향상을 위한 
가족·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업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1-1

마을복지 
공동체 

남구희망
앰뷸러스

변경
-성과목표
 희망앰뷸런스 
 활동인원 1,100명

-인적안전망 사업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목표 상향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2-1-3

온(溫마)실 
돌봄공동체 
「세대공감 
행복100세」 
프로젝트

변경

-세부추진 사업
 내용 추가
 건강백돌잔치 대명사회
복지관 사업 추가

-2018년 신설된 수행기관
인 대명사회복지관 사업 
추가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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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사업
구분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내용 변경사유

지사협
(*시도 
사보위) 

심의여부
(일자)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

문서번호) 

지역 2-1-5
민간 고독사 
예방지원사업

변경

-세부추진 사업
 내용 추가
 노인고독사예방사업「땅
콩」 대명사회복지관 사
업 추가

-2018년 신설된 수행기관
인 대명사회복지관 사업 
추가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3-2

함께여서 
즐거운 

한여울예술단 
운영

변경
-성과목표 : 
 참여인원70명
-예산 : 10백만원

-당초 공모예산 지원기
간 종료 등 예산감소
로 성과목표 하향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4-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변경
-성과목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운영현황 25

-성과 목표치 상향
 조정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5-2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변경

-성과지표:
 프로그램 수강인원

-단순 프로그램 수가 아닌 
참여인원 증대로 지표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6-1

명품도시 
창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변경
-성과지표 및 목표 
 커뮤니티 시설 조성 시설
개소 수 1개소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결과를 성과지표로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6-2
주민참여 
도시재생 

인식개선사업
변경

-성과지표
 주민조직 1개 삭제

-도시재생 추진 시 
 기 조직됨에 따라 
 성과지표 삭제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지역 6-6
주민 친화적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변경
-예산: 100백만원
-목표수준 : 5개소

-예산 및 목표수준 변경 ‘19.10.30
비해당

(지역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