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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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307-02)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4820.6 4400.2
◎ 새마을운동 민간경상사업비(남구지회) 남구새마을회 20.2 20.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이천동)
이천동 새마을협의회 1.2 1.2
이천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봉덕1동)
봉덕1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봉덕1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봉덕2동)
봉덕2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봉덕2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봉덕3동)
봉덕3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봉덕3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대명1동)
대명1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대명1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대명2동)
대명2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대명2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대명3동)
대명3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대명3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대명4동)
대명4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대명4동 새마을부녀회 1.2 0.9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대명5동)
대명5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대명5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대명6동)
대명6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대명6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대명9동)
대명9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대명9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대명10동)
대명10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대명10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대명11동)
대명11동 새마을협의회 1.2 1.2
대명11동 새마을부녀회 1.2 1.2

◎ 바르게살기운동민간경상사업비(동 단위 포함)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 40.4 40.4
◎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 남구새마을회 14.4 14.4
◎ 자유민주주의수호 확산사업 활동보조 한국자유총연맹대구남구지회 11 11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이천동 주민자치위원회 2.2 2.2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주민들의 아름다운 소리길 동행)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마을과 마음을 잇는 우리마을 쉼터 조성)
봉덕1동 주민자치위원회 3 3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메타숲길 그늘 아래)
봉덕2동 주민자치회 　4 　0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대명1동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대명1동 주민자치위원회 　3.6 　0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세대공감 텃밭 가꾸기)
대명2동 주민자치위원회 2.6 2.6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이웃돌봄! 사랑의 반찬 나눔사업)
대명3동 주민자치위원회 2.5 2.5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어린이와 함께하는 백제 문화 유적 탐방)
대명4동 주민자치위원회 　1.5 　0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세대공감 "함께 만들어요")
대명5동 주민자치위원회 　1 　0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대명6동 마을소식지 발간 사업)
대명6동 주민자치회 3 3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3代가 함께하는 행복 마을 孝 잔치)
대명9동 주민자치위원회 3.7 3.7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함께 만들어 같이 나눠요, 천연비누 나눔사업)
대명10동 주민자치위원회 0.9 0.9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앞산빨래터 작은음악회)
대명11동 주민자치위원회 　2 　0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주민들의 아름다운 소리길 동행)
이천동 주민자치위원회 2.2 2.2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마을과 마음을 잇는 우리마을 쉼터 조성)
봉덕1동 주민자치위원회 3 3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메타숲길 그늘 아래)
봉덕2동 주민자치회 　4 　0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대명1동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대명1동 주민자치위원회 　3.6 　0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세대공감 텃밭 가꾸기)
대명2동 주민자치위원회 2.6 2.6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이웃돌봄! 사랑의 반찬 나눔사업)
대명3동 주민자치위원회 2.5 2.5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어린이와 함께하는 백제 문화 유적 탐방)
대명4동 주민자치위원회 　1.5 　0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세대공감 "함께 만들어요")
대명5동 주민자치위원회 　1 　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대명6동 마을소식지 발간 사업)
대명6동 주민자치회 3 3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3代가 함께하는 행복 마을 孝 잔치)
대명9동 주민자치위원회 3.7 3.7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함께 만들어 같이 나눠요, 천연비누 나눔사업)
대명10동 주민자치위원회 0.9 0.9

◎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앞산빨래터 작은음악회)
대명11동 주민자치위원회 　2 　0

◎ 자율방범활동 강화사업 남구자율방범연합회 6.5 6.4
◎ 자원봉사 활성화 자체사업 남구자원봉사센터 20 7.2
◎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남구자원봉사센터 110.5 72.2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남구자원봉사센터 58.2 52.6
◎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성균관유도회 5 5

◎ 경로효행문화 확산 사업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대구 

남구지회
3.5 0

◎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남구협의회 

통일기반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남구협의회
10 6.3

◎ 민간통일활동사업 지원 민족통일 대구남구협의회 3 3
◎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
  ○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비
     (인건비, 기타지원비)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295.2 292.2

  ○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비
     (교통간식비)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14.4 14.4

◎ 지역예비군 지원·위문 및 봉사활동 남구여성예비군 5 5
◎ 급식조리사 양성과정 대구여성인력 개발센터 17 17

◎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이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 10

봉덕3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 6.9

대명2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 10

대명3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 10

대명5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 9.9

대명6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 10

대명9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 10

대명11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 8.7

◎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사)성균관유도회
대구광역시본부 24 24

(사)한국인성예절교육원 20 2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미래인재교육원(주) 300 295

◎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영진전문대학교 
대구경북영어마을 150.7 0

◎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남구체육회 임원 및 동호인

연수대회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18 0

○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12.1 3.4
○ 협회 및 현장지도 운동물품 구입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9.2 3.4
○ 밸런스워킹PT 운영비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7 1.9
○ 홍보현수막 제작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0.2 0.2

◎ 대구시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4 4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173.8 153.9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144.8 104.5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교통비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13.2 11.2
○ 근속수당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5.7 4.8

◎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2.5 2.5
◎ 장수생활체육대학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2.5 2.5
◎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3 3

◎ 작은도서관 '모두' 운영지원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10 10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 꿈키움 책가방배달사업 대구 남구 새마을회 7 7

○ 마을공동체운영지원
대구 남구 새마을회,

담쟁이작은도서관
6 6

◎ 남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남구문화원 56 56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사)공동체

디자인연구소
200 200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원
대명공연예술

단체연합회
30 29

◎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작품설치 등)

사업비

대구현대

미술가협회
280 280

◎ 문화재 보호 및 공개행사 지원 市무형문화재 보유자 23.9 24.9

◎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인건비 지원
대구남구지역

자활센터
30 30

◎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강사비, 운영비)
관문상가시장 상인회 5 5

◎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화분)
(사)한국양봉협회 

대구남구분회장
14 14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과일드림(주) 27 27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도장마트 198 198

㈜퓨전국악이어랑 99 99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예손에이케이 216 216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119 119

(사)인디053 27 27
㈜브리즈 30 30
㈜아트앤허그 3 3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도장마트 37 37
㈜퓨전국악이어랑 45 45
㈜예손에이케이 44 44
㈜아트앤허그 21 21
(사)극단도고 38 38
㈜씨투제이 11 1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협동조합 15 15
(사)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20 20

㈜도장마트 33 33
㈜예손에이케이 32 32

(사)인디053 42 42
㈜아트앤허그 20 20

정나눔 주식회사 0.5 0.5
㈜퓨전국악 이어랑 20 20
㈜예손에이케이 4 4

(사)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7 7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대구남구사회적경제협의회 18 18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써니커피 30 30
㈜제이샤 74 74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협동조합 21 21
(사)공연제작엑터스토리 21 21

(사)한울림 40 40
(사)인디053 41 41
㈜도장마트 21 21
㈜예손에이케이 21 21
㈜아트앤허그 20 20

꿈꾸는씨어터(주) 36 36
(사)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77 77

유앤드협동조합 36 36
㈜퓨전국악이어랑 18 18

(사)극단고도 15 15
㈜리얼테크 16 16
위드협동조합 16 16

◎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남구환경감시단 6 6

(사)자연보호남구협의회 3 3
◎ 전국 곱창요리 경연대회 ‘안지랑의 맛’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42 42
◎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조성)
YMCA 58 58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배나무샘골 좋은이웃 협의체,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7 7

◎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성상아맨션 등 118 118

◎ 풍수해보험료지원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2 2

◎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5 5

◎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3 3

◎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대구해병대남구지회 3 3

◎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10 10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영남대학교병원 105 105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71 71
◎ 대구음악창작소 운영 대구음악창작소운영위원회 390 322
◎ 주민포토페스티벌 대구건축사회 사진작가회 5 5
◎ 계명시장 환경정비 대명3동 주민자치위원회 5 5



민간행사보조(307-04)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
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30.3 121

◎ 새마을운동 지도자 수련대회 미개최 남구새마을회 7.4 0

◎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수련대회 미개최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1.9 0

◎ 대명공연거리 활성화 10월
대명공연예술

단체연합회
50 50

◎ 남구미술협회전 남구미술협회 8 8
◎ 지역사회 활성화 작품제작지원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 40 40
◎ 대덕제 “대구 앞산 축제” 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 2 2
◎ 신천돗자리음악회 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 0 0

◎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 9~12월

봉덕신시장 상인회 1.5 1.5
영선시장 상인회 1.5 1.5
성당시장 상인회 1.5 1.5

관문상가시장 상인회 1.5 1.5
◎ 이천동 마을축제 지원 11월 이천동 주민자치위원회 1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