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56,231 40,430 29,951 27,932 55,169 1,811 938 0 0
국   비 101,970 36,014 10,569 15,132 39,844 410 0 0 0
시･도비 39,632 3,049 14,500 10,400 9,927 933 824 0 0

시･군･구비 14,629 1,367 4,882 2,400 5,398 468 11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76,813 187,267 210,020 237,854 268,310
사회복지분야(B) 95,956 107,758 124,704 136,696 156,230

사회복지분야비율(B/A) 54.27 57.54 59.38 57.47 58.23
인구수 (C) 168,715 166,062 163,492 160,852 156,43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69 649 763 850 99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거주 연령층이 높아 사회복지 비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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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68,310

48,353 18.02%

민간경상보조 (307-02) 2,401 0.89%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255 0.47%

민간행사보조 (307-04) 439 0.1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4,006 12.6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581 3.57%

민간자본보조 (402-01) 672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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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76,813 187,267 210,020 237,854 268,310

지방보조금(민간) 2,541 44,299 46,235 47,559 48,353

비율 1.44% 23.66% 22.01% 19.99% 18.02%

☞ 전년도 대비 2016년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8억 정도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이 증가

하여 비율은 1.97%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총계 2,296,436 2,287,815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사)자연보호중앙회대구광역시남구협의회 4,000 4,000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남구  환경감시단 3,000  3,000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녹색환경봉사단 1,000  1,000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성청록타운입주자대표회의외9단체 80,000  80,000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대구남구지회 4,000  4,000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1,000  1,000  

불법주정차단속지원사업 대구해병대  남구지회 4,000  4,0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대명11동주민자치위원회 2,000  2,0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대명2동주민자치위원회 2,000  2,0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대명6동주민자치위원회 2,000  2,000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봉덕2동주민자치위원회 1,000  1,0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천동새마을협의회 1,198  1,198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천동새마을부녀회 1,198  1,198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천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1동새마을협의회 1,183  1,16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1동새마을부녀회 1,162  1,146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1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2동새마을협의회 1,196  1,196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2동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2동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3동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3동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3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699  1,6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동새마을지도협의회 1,199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동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동바르게살기위원회 1,698  1,698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2동새마을협의회 1,200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2동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2동바르게살기운동추진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대명3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대구남구대명3동부녀회 1,200  1,2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대구남구대명3동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4동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4동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4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5동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대명5동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5동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6동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6동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6동바르게살기운동추진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새마을지도자대구남구대명9동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9동새마을부녀회 932  932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구대명9동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0동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0동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0동바르게살기협의회 1,801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1동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1동새마을부녀회 1,190  1,19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1동바르게살기협의회 1,689  1,689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성균관유도회  대구남구지부 6,500  6,500  

경로효행문화 확산 사업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대구남구지부 1,100  1,1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자율방범활동 강화 사업 남구  자율방범연합회 5,000  5,000  

민주평통자문회의대구남구협의회 통일기반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대구남구협의회 10,000  10,000  

민간통일활동사업 지원 민간통일 대구남구협의회 2,200 2,200 

지역예비군지원·위문및봉사활동 남구  여성예비군 3,500  3,500  

생활체육단체지원(동호인클럽활성화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6,600  6,600  

생활체육단체지원(생활체육활성화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13,900  13,900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대구교육대학  평생교육원 12,000  12,000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2,500  2,500  

장수생활체육대학 운영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2,500  2,500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3,000  3,000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영진전문대학 93,260  93,260  

자유민주주의수호 확산사업 활동보조 자유총연맹대구남구지회 7,000  7,000  

"온고지신"청년시장지역창조경제사업 대명시장  상인회 5,000  5,000  

창의적체험활동사업(준법의식함양사업)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대구본부 30,800  30,800  

창의적체험활동사업(전통예절교실운영) (사)한국인성예절교육원 13,200  13,200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14,000  14,000  

진로및학습코칭지원사업(진로및학습코칭 사업) 대경교육협동조합 302,000  302,000  

진로및학습코칭지원사업(글로벌리더 양성) 영진전문대학 50,000 50,000 

작은도서관 거점마을 공동체육성사업

(사)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회 3,230 3,230 

대구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720  3,720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사업　

(사)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회 3,230  3,230  

대구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720  3,72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

남구청 20,000  20,000  

한국도자기페인팅협회 4,900  4,900  

에스제이모드패션디자인학원 5,000  5,000  

예지문화원 5,000  5,000  

대구YWCA 5,000  5,000  

오투아트공예학원 5,000  5,000  

남구종합사회복지관 4,500  4,500  

대구남구시니어클럽 5,000  5,00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학교기업성산(대구보명학교) 4,400  3,600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325,810  325,810  

(예비)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83,610  83,610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사회보험료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12,158  12,158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대구기독교 청년회 6,303  6,303  

생생체험,창조드림피아 조성사업 대구기독교 청년회 102,549 102,549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조성 대구기독교 청년회 2,421 2,421 

대명행복문화마을조성사업 대구기독교 청년회 130,855 130,855 

풍수해보험료지원 ㈜동부화재 1,319 1,319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남구 새마을회 22,000  22,000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비 남구 자원봉사센터 119,746  119,746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남구 자원봉사센터 40,633  40,633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남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 10,000  10,000  

전통문화교육사업 - 0  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시무형문화재제8호판소리보유자이명희

시무형문화재제14호단청장보유자조정우(代전연호) 12,600  12,600  

제18회남도민요발표회(영·호남교류)지원 사)영남판소리보존회 5,000  5,00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146,448  142,706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73,224  69,48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5,400  5,233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봉덕3동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000  10,000  

대명2동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000  10,000  

대명4동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000  10,000  

대명9동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10,000  10,000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 양봉농가 16,333  16,333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시설출입차량 소유주 1,187  1,187  

손상퇴원환자조사 사업비 - 0  0  

국가결핵예방사업지원(카톨릭병원) 가톨릭대학병원 66,000  65,962  

국가결핵예방사업지원(영대병원) 영남대학병원 99,000  99,0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106,665  106,665  

대명2동꿈을담은학교담장조성사업 대명2동 주민자치위원회 10,000  10,000  

안전마을만들기주민활동프로그램  운영 (재)대구·경북청소년과사람사랑 35,000 35,000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덕노인종합복지관 8,370  8,370  



행사명
행사

시기(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총  계 438,200 438,19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6년 9월 남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 13,000 13,000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수련대회(새마을운동) 16. 6. 10 대구남구새마을회 7,400 7,400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수련대회(바르게살기운동)
16.10.17

16.11.13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구협의회 4,300 4,300

제4회대명공연문화거리로드페스티벌행사지원 16. 5. 26
 ~ 6. 1 대명공연문화거리 운영위원회 50,000 50,000

제23회대덕제"대구앞산빨래터축제"행사운영 16. 4. 30 
~ 5. 1 남구문화행사 추진위원회 110,000 109,997

제10회신천돗자리음악회행사운영
16. 7. 29 

~ 7. 31
남구문화행사 추진위원회 140,000 140,000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16년 7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30,000 30,000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지원 16.10.15.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30,000 33,500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16.. 3~12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30,000 26,500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16. 4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2,500 2,500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16. 9. 30

 ~10. 2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15,000 15,000

시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16. 9. 26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3,000 3,000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16. 7.~11월 성당시장상인회 1,000 1,000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 봉덕신시장상인회 - -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16년 8월 대명시장상인회 2,000 2,000

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비고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홍보물 제작 등)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00 5,000 0 매우우수 

복지한마당 개최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000 25,000 0 매우우수 

지역사회보장증진사업 추진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3,000 3,000 0 매우우수 

푸드마켓 운영지원 대구남구늘해랑푸드마켓 20,000 20,000 0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운영 지원 상이군경회남구지회 16,000 16,000 0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운영지원 전몰군경유족회남구지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운영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남구지회 8,500 8,500 0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운영 지원 무공수훈자회남구지회 11,000 11,000 0 우수 

광복회 운영 지원 광복회남구지회 4,000 4,000 0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운영 지원 고엽제전우회대구남구지회 8,000 8,000 0 우수 

6.25참전유공자회운영지원 6.25참전유공자회대구
남구지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운영지원 월남찬전자회남구지회 4,000 4,000 0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운영지원 특수유공자회남구지회 4,500 4,500 0 우수 

보훈단체전적지및독립
운동발상지순례 고엽제전우회대구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보훈단체전적지및독립
운동발상지순례 고엽제전우회대구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보훈단체전적지및독립
운동발상지순례 광복회대구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보훈단체전적지및독립
운동발상지순례 무공수훈자회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보훈단체전적지및독립
운동발상지순례 상이군경회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보훈단체전적지및독립
운동발상지순례 월남찬전자회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비고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보훈단체전적지및독립
운동발상지순례 전몰군경미망인회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보훈단체전적지및독립
운동발상지순례 전몰군경유족회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보훈단체전적지및독립
운동발상지순례

특수임무유공자회대구
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6.25전쟁기념행사 지원 6.25참전유공자회대구
남구지회 5,000 5,000 0 매우우수

국가유공자 자활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안보사진전시등안보행사지원 재향군인회남구지회 4,000 4,000 0 매우우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대덕노인종합복지관 50,000 50,000 0 매우우수

대한노인회대구남구지회 운영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14,200 14,200 0 매우우수

경로당냉방기전기요금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9,000 9,000 0 매우우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25,883 25,883 0 매우우수 

노인대학 교육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3,500 3,500 0 매우우수

노인지회사회교육사업지원
(서예,컴퓨터교실)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1,500 1,500 0 매우우수

노인지역봉사활동 
대한노인회남구지회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10,000 10,000 0 매우우수 

경로체육대회 지원 대한노인회남구지회 30,000 30,000 0 매우우수 

영호남장애인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5,000 5,000 0 매우우수 

장애인가정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대구광역시남구지체장
애인협회남구지회 5,000 5,000 0 매우우수 

장애인재활증진및문화
탐방 사업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7,800 7,000 800 매우우수

장애인재활증진및문화
탐방 사업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대구광역시지부

남구지회
3,059 2,000 1,059 매우우수 

장애인재활증진및문화
탐방 사업

한국교통장애인협회대
구광역시지부남구지회 1,224 1,000 224 매우우수

여성역량강화및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사)대구광역시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5,290 3,750 1,540 매우우수 

관학연계봉사도우미 지원 영남이공대학지역사회
봉사센터 16,037 5,000 11,037 매우우수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 관내 어린이집 75,000 75,000 0 매우우수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관내 어린이집 39,300 39,300 0 매우우수 

보육교사 하계연수 남구어린이집연합회 7,960 7,960 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비고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평가인증어린이집선진지 견학 남구어린이집연합회 5,000 5,000 0 매우우수 

숲속 어린이집사업 추진 남구어린이집연합회 5,000 5,000 0 매우우수

시설아동어린이날행사지원 대구아동복지센터 300 300 0 매우우수 

시설아동어린이날행사지원 호동원 300 300 0 매우우수 

시설아동어린이날행사지원 구세군대구혜천원 300 300 0 매우우수 

시설아동어린이날행사지원 에덴원 300 300 0 매우우수 

시설아동어린이날행사지원 영생애육원 300 300 0 매우우수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3,000 3,000 0 매우우수 

맑은물보전및자연보호활동 (사)자연보호남구협의회 6,000 4,000 2,000 매우우수 

맑은물보전및자연보호활동 녹색환경봉사단 2,000 1,000 1,000 매우우수 

맑은물보전및자연보호활동 남구환경감시단 4,500 3,000 1,500 매우우수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운영 재)대구기독교청년회 100,000 100,000 0 매우우수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성청록아파트외6개소 80,000 80,000 0 매우우수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13,794 4,000 9,794 매우우수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남부경찰서녹색어머니회 1,987 1,000 987 매우우수

불법주정차단속지원사업 (사)대구광역시해병대
전우회남구지회 4,000 4,000 0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봉덕2동 주민자치위원회 1,300 1,000 300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대명2동 주민자치위원회 2,200 2,000 200 보통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대명6동 주민자치위원회 2,150 2,000 150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대명11동 
주민자치위원회 3,000 2,000 1,000 매우우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연
대회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13,000 13,000 0 매우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운동) 대구남구새마을회 34,232 24,110 10,122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
구협의회 11,710 8,000 3,71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대구 
남구이천동협의회 1,260 1,200 6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구남구이천동새마을
부녀회 1,260 1,200 6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대구
남구이천동위원회 1,785 1,700 86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비고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봉덕1동 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봉덕1동 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봉덕1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봉덕2동 새마을협의회 1,270 1,200 7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봉덕2동 새마을부녀회 1,260 1,200 6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봉덕2동바르게살기
위원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봉덕3동 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봉덕3동 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봉덕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대명1동새마을협의회 1,270 1,200 7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명1동새마을부녀회 1,270 1,200 7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1동바르게살기
위원회 1,870 1,700 17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대명2동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명2동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2동바르게살기
운동추진위원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대명3동새마을협의회 1,270 1,200 7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명3동새마을부녀회 1,270 1,200 7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3동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 1,870 1,700 17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대명4동새마을협의회 1,320 1,200 12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명4동새마을부녀회 1,320 1,200 12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4동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 1,870 1,700 17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명5동새마을부녀회 1,260 1,200 60 매우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대명5동  협의회 1,260 1,200 60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비고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5동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 1,785 1,700 85 매우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대명6동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명6동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6동바르게살기
운동추진위원회 1,800 1,7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대명9동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명9동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9동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 1,800 1,7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대명10동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명10동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10동바르게살기
운동활성화지원사업 1,800 1,700 10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협의회)

대명11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260 1,200 6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새마을부녀회) 대명11동새마을부녀회 1,260 1,200 60 우수 

국민운동활성화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11동바르게살기
운동추진위원회 1,785 1,700 85 우수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 성균관유도회 
대구남구지부 7,000 6,500 5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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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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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조직법정운영비 
보조 대구남구새마을회 50,387 17,790 32,597 매우우수 

바르게운동조직법정운영비 
보조

바르게살기운동대구
남구협의회 19,942 10,400 9,542 우수 

국민운동단체지도자수련
대회(새마을운동) 대구남구새마을회 18,870 7,400 11,470 우수 

국민운동단체지도자수련
대회(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운동대구
남구협의회 8,940 4,300 4,640 우수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남구자원봉사센터 100,000 100,000 0 매우우수 

민주평통자문회의대구남구
협의회통일기반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대구 
남구협의회 12,198 10,000 2,198 매우우수 

민간통일활동사업 지원 민족통일대구남구 
협의홰 2,200 2,000 20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비고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지역예비군지원위문및봉사
활동 남구 여성예비군 3,900 3,500 400 매우우수 

제23회대덕제"대구앞산
빨래터 축제" 행사운영

대구광역시남구문화
행사추진위원회 110,000 110,000 0 매우우수 

제10회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운영

대구광역시남구문화
행사추진위원회 140,000 140,000 0 매우우수 

제18회남도민요발표회
(영·호남 교류) 지원 사)영남판소리보존회 23,325 5,000 18,325 우수 

생활체육단체지원(동호인
클럽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7,885 6,600 1,285 매우우수 

생활체육단체지원(생활 
체육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16,415 13,900 2,515 매우우수 

남구생활체육회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40,950 27,626 13,324 매우우수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32,000 32,000 0 매우우수 

앞산사랑가족건강등산대회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30,000 30,000 0 매우우수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30,000 30,000 0 매우우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2,500 2,500 0 매우우수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15,000 15,000 0 매우우수 

시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3,000 3,000 0 매우우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5,400 5,400 0 매우우수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대구교육대학교평생
교육원 12,000 12,000 0 우수 

자유민주주의수호 확산사업 
활동보조

한국자유총연맹대구
남구지회 12,109 7,000 5,109 매우우수 

자유총연맹남구지회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대구
남구지회 34,704 16,500 18,204 매우우수 

전통시장활성화이벤트지원 대명시장 상인회 2,000 2,000 0 우수

전통시장활성화이벤트지원 성당시장상인회 1,000 1,000 0 매우우수

남구자원봉사센터물품구입비 남구자원봉사센터 3,800 3,800 0 매우우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14,000 14,000 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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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관문상가시장

제1공영주차장

확장조성

관문

상가

시장

관문
상가
시장
제1
공영
주차장

토지 2016 9.4 1 9.4
대명동 

1158-18

신규
취득

푸드뱅크운영

지원사업

대구
광역
푸드
뱅크
센터

차량

다마스 
5인승(79
6CC,  
2015년
식)

2016 9.9 1 9.9

대구
남구

대덕로1
81

신규
취득

남구자원봉사

센터운영비

남구

자원

봉사

센터

pc

삼성(DB
400T6A-
A2C/R),
삼성DB4
00T3A)

2016 1 2 2
남구

이천로
51

신규
취득

노트북
삼성NT5

00R5S
2016 1 1 1

남구
이천로
51

신규
취득

카메라
캐논(EO

S750D)
2016 1 1 1

남구
이천로
51

신규
취득

팩스기
제녹스M

355DF
2016 0.5 1 0.5

남구
이천로
51

신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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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76,813 187,267 210,020 237,854 268,310

행사･축제경비 396 218 231 308 671

비율 0.22% 0.12% 0.11% 0.13% 0.25%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68,310 671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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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 한도액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여 유사단체에 비해  

총액 및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