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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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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55 42,748 30,277 27,584 58,961 2,193 894 0 0
국   비 106,914 38,077 11,746 14,435 42,046 611 0 0 0
시･도비 40,511 3,322 14,919 9,815 10,694 976 786 0 0

시･군･구비 15,230 1,349 3,612 3,334 6,221 606 108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187,267 210,020 237,854 268,310 305,872

사회복지분야(B) 107,758 124,704 136,696 156,230 162,655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54 59.38 57.47 58.23 53.18
인구수 (C) 166,062 163,492 160,852 156,433 152,84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49 763 850 999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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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872

49,921 16.32%

민간경상보조 (307-02) 3,280 1.07%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275 0.42%

민간행사보조 (307-04) 388 0.1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4,496 11.2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0,482 3.43%

민간자본보조 (402-0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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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87,267 210,020 237,854 268,310 305,872

지방보조금(민간) 44,299 46,235 47,559 48,353 49,921

비율 23.66% 22.01% 19.99% 18.02% 16.32%

☞ 전년도 대비 2017년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15억 정도 증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이 증가

하여 비율은 1.7% 감소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총계 3,225,937 3,162,205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사)자연보호중앙회 대구광역시 남구협의회 6,000 6,000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남구 환경감시단 3,000 3,000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녹색환경봉사단 1,000 1,000

공동주택관리 지원 로얄하이츠 외 14개 단지 145,388 144,008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대구남구지회 5,000 5,000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4,000 4,000

교통질서문화정착활성화사업 해병대전우회남구지회 3,000 2,999

불법주정차단속지원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대구남구지회 10,000 10,0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공룡 그리기 사생대회)

봉덕2동 주민자치위원회 2,000 1,992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꽃밭조성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봉덕3동 주민자치위원회 700 7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옥상 상자텃밭 가꾸기)

대명1동 주민자치위원회 500 5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건강한 삶!행복플러스 웰빙마을)

대명2동 주민자치위원회 800 8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클린마을 조성)

대명3동 주민자치위원회 500 5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찾아가는 노래교실)

대명5동 주민자치위원회 500 5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조물조물 만들어요)

대명6동 주민자치위원회 1,500 1,5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공감음악회)

대명9동 주민자치위원회 2,000 2,000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빨래터 작은음악회)

대명11동 주민자치위원회 1,500 1,5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새마을운동)

대구남구새마을회 22,276 22,276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구협의회 7,010 7,01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천동 새마을협의회 1,194 1,194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천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천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1동 새마을협의회 1,156 1,156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1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1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2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2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3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3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봉덕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동 새마을협의회 1,199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2동 새마을협의회 1,070 1,07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2동 새마을부녀회 1,160 1,16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3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3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3동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4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4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4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5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5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5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6동새마을협의회 1,199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6동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6동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9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9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9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0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0동 새마을부녀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0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1동 새마을협의회 1,200 1,200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1동 새마을부녀회 1,199 1,199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명11동바르게살기위원회 1,7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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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효행문화 확산 사업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대구남구지부 3,500 3,500

자율방범활동 강화 사업 남구 자율방범연합회 5,000 5,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자원봉사 활성화 자체사업 남구자원봉사센터 19,866 19,866

민주평통자문회의대구남구협의회
통일기반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대구남구협의회 10,000 10,000

민간통일활동사업 지원 민간통일 대구남구협의회 2,000 2,000

제19회 남도민요발표회(영·호남 교류) 지원 사)영남판소리보존회 5,000 5,000

생활체육단체지원(동호인클럽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6,300 6,300

생활체육단체지원(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24,350 24,350

대구시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10,000 10,000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대구교육대학 평생교육원 15,000 15,000

어린이집조리사 양성과정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17,000 17,000

자유민주주의수호 확산사업 활동보조 자유총연맹대구남구지회 7,000 7,000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관문상가시장상인회 5,000 5,000

2000배 행복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도시생활환경개선)

대구남구도시만들기(도시재생)지원센터 58,198 58,198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조성
(도시생활환경개선)

대구남구도시만들기(도시재생)지원센터 25,734 25,734

미군부대 주변 안전행복마을 
만들기(새뜰마을사업)

대구남구도시만들기(도시재생)지원센터 1,247 1,247

대명행복문화마을조성사업
(근린재생형(일반형))

대구남구도시만들기(도시재생)지원센터 160,922 160,922

풍수해보험료지원

 DB손해보험(동부화재보험) 2,070 2,070

현대해상보험 204 204

삼성화재보험 45 45

NH농협손해보험 290 290

 KB손해보험 30 30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대구남구새마을회 22,000 22,000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남구자원봉사센터 106,586 106,586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남구자원봉사센터 41,481 41,481

안전마을만들기 주민활동프로그램 운영 (재)대구·경북 청소년과 사람사랑 40,000 40,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남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남구문화원 106,459 106,459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명희, 

代전연호, 주운숙
18,900 18,90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153,648 142,706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76,824 69,48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교통비)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10,800 10,462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2,500 2,500

장수생활체육대학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2,500 2,500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생활체육회 3,000 3,000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봉덕3동 
추진위원회 10,000 10,000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대명2동 
추진위원회 10,000 10,000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대명3동 
추진위원회 10,000 10,000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대명4동 
추진위원회 10,000 10,000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대명5동 
추진위원회 10,000 10,000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대명6동 
추진위원회 10,000 10,000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 대명9동 
추진위원회 10,000 10,000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사)성균관유도회 대구광역시 본부 30,000 30,000

(사)한국인성예절교육원 14,000 14,000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대경교육협동조합 302,000 302,000

영진전문대학 50,000 50,000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영진전문대학 91,100 91,100

작은도서관 꿈키움 책가방 
배달사업(추경성립전)

대구남구새마을회 7,000 7,000

2017 작은도서관 거점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추경성립전)

대구남구새마을회 3,115 3,11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대덕노인종합복지관 7,050 7,05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7,210 7,210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
(추경성립전)

대구남구새마을회 2,000 2,000

대구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00 1,500

꿈나무 작은도서관 1,000 1,000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지원
(추경성립전)

한국도자기페인팅협회 5,000 5,000

대구시립납부도서관 4,500 4,500

대구YWCA 5,000 5,000

대구보명학교 4,300 4,300

일자리창출 학습공방 운영지원
(추경성립전)

에스제이모드패션디자인학원 5,000 5,000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00 5,000

행복학습센터 운영(남구복지)
(추경성립전)

남구종합복지관 12.000 12.000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 양봉농가 16,333 16,333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남구 관내 사회적기업 14,464 14,464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축사시설 출입차량 1,102 1,10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구여성인력 개발센터 112,000 112,000

(예비)마을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경성립전)

이천행복마을 협동조합 10,000 10,00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남구 관내 사회적기업 216,000 216,0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남구 관내 사회적기업 398,552 398,55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남구 관내 사회적기업 59,498 59,498

국가결핵 예방사업 지원 카톨릭대학병원 65,996 65,996

국가결핵 예방사업 지원 영남대학병원 99,000 99,000

대구음악창작소 운영 대구광역시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 380,000 336,279



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행사명
행사

시기(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비고

총  계 388,155 388,15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2017.8. 남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 14,989 14,989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수련대회
(새마을운동) 2017.12. 대구남구새마을회 7,224 7,224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수련대회
(바르게살기운동) 2017.11.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구협의회 1,890 1,890

제5회 대명공연문화거리 로드페스티벌 
행사 지원 2017.6월 대명공연예술단체 연합회 40,000 40,000

제24회 대덕제 "대구 앞산빨래터 축제" 
행사운영 2017.5월 남구 문화행사추진위원회 117,994 117,994

제11회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운영 2017.7월 남구 문화행사추진위원회 99,958 99,958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5월~

12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38,000 38,000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지원 10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25,000 25,000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5월~

12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17,600 17,600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6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4,500 4,500

대구시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9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15,000 15,000

시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9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2,000 2,000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2017.9 영선신시장상인회 1,000 1,000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2017.9 봉덕신시장상인회 1,000 1,000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2017.9 명덕시장상인회 1,000 1,000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2017.9 광덕시장상인회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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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등)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5,000 5,000 - 매우우수

복지한마당 개최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33,000 33,000 - 매우우수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 추진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3,000 3,000 - 매우우수

푸드마켓 운영지원 대구남구늘해랑푸드마켓 20,000 20,000 -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운영 지원 상이군경회남구지회 14,000 14,000 -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운영지원 전몰군경유족회남구지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남구지회  8,500 8,500 -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운영 지원 무공수훈자회남구지회 11,000 11,000 - 매우우수

광복회 운영 지원 광복회남구지회 4,000 4,000 - 매우우수

고엽제전우회 운영 지원 고엽제전우회대구
남구지회 6,000 6,000 - 매우우수

6.25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남구지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운영지원 월남참전자회남구지회 4,000 4,000 - 매우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지원 특수유공자회남구지회 4,500 4,500 - 매우우수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재향군인회남구지회 5,000 5,000 - 매우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고엽제전우회대구
남구지회 1,500 1,500 - 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남구지회 2,000 2,000 - 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광복회대구남구지회 1,500 1,500 - 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무공수훈자회남구지회 1,500 1,500 - 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상이군경대구남구지회 2,000 2,000 - 우수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월남참전자회남구지회 1,500 1,500 -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우수- 1,500 1,500 전몰군경미망인회대구
남구지회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보훈단체 전적지 및 

독립운동 발상지 순례 전몰군경유족회남구지회 1,500 1,500 - 우수

6.25전쟁기념행사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대구남구지회 5,000 5,000 - 우수

국가유공자 자활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대구
남구지회 1,500 1,500 - 우수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15,400 15,400 - 매우우수

경로당 냉방기 전기요금 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9,000 9,000 - 매우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25,883 25,883 - 매우우수

경로당 회장단 교육비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1,500 1,500 - 매우우수

노인대학 교육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3,500 3,500 - 보통

노인지회사회교육사업
지원(서예,컴퓨터교실)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1,500 1,500 - 보통

노인복지 증진사업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경로체육대회 지원 (사)대한노인회대구
남구지회 30,000 30,000 - 매우우수

영호남 장애인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12,810 10,000 2,810 매우우수

장애인 가정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대구광역시남구지체
장애인협회남구지회 5,000 5,000 - 우수

장애인재활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7,800 7,000 800 우수

장애인재활증진 및 
문화탐방 사업

사)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대구광역시 

지부남구지회
3,107 2,000 1,107 우수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 (사)밝은내일IL종합
지원센터 2,000 2,000 - 매우우수

여성역량강화 및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사)대구광역시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8,500 7,000 1,500 매우우수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 영남이공대학  
지역사회봉사센터 16,311 5,000 11,311 매우우수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 관내 어린이집 65,000 65,000 - 매우우수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관내 어린이집 47,500 47,500 - 매우우수

보육교사 하계연수 남구어린이집연합회 8,000 8,000 - 우수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 남구어린이집연합회 5,000 5,000 - 우수

숲속 어린이집사업 추진 남구어린이집연합회 7,000 7,000 - 우수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지원 대구아동복지센터 300 300 -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지원 호동원 300 300 - 우수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지원 구세군대구혜천원 300 300 - 우수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지원 에덴원 300 300 - 우수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지원 영생애육원 300 300 - 우수

자립선배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 호동원 1,250 1,250 - 우수

자립선배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 구세군대구혜천원 1,250 1,250 - 우수

자립선배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 에덴원 1,250 1,250 - 우수

자립선배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 영생애육원 1,250 1,250 - 우수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3,000 3,000 - 보통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사)자연보호남구협의회 9,000 6,000 3,000 매우우수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녹색환경봉사단 1,800 1,000 800 매우우수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남구환경감시단 4,500 3,000 1,500 매우우수

공동주택관리 지원
로얄하이츠 외 14개 

단지
505,967 145,388 360,579 매우우수

교통질서 문화정착 
활성화사업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13,875 5,000 8,875 매우우수

교통질서 문화정착 
활성화사업 남부경찰서녹색어머니회 6,174 4,000 2,174 매우우수

교통질서 문화정착 
활성화사업 해병대전우회남구지회 8,020 3,000 5,020 매우우수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 사업 (사)전국모범운전자
대구남부지회 10,060 10,000 60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공룡 그리기 사생대회)

봉덕2동 
주민자치위원회 2,200 2,000 200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꽃밭조성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봉덕3동 
주민자치위원회 875 700 175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옥상 상자텃밭 가꾸기)

대명1동 
주민자치위원회 550 500 50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건강한 삶!행복플러스  

웰빙마을)

대명2동 
주민자치위원회 1,000 800 200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클린마을 조성)

대명3동 
주민자치위원회 600 500 100 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찾아가는 노래교실)

대명5동 
주민자치위원회 600 500 100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조물조물 만들어요)

대명6동 
주민자치위원회 1,600 1,500 1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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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공감음악회)

대명9동 
주민자치위원회 2,500 2,000 500 매우우수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빨래터 작은음악회)

대명11동  
주민자치위원회 3,000 1,500 1,500 매우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남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15,904 15,600 304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운동) 대구남구새마을회 31,456 22,276 9,18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운동대구
남구협의회 10,980 7,010 3,97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대구남구
이천동협의회 1,259 1,199 6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대구남구이천동새마을
부녀회 1,260 1,200 6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
구이천동위원회 1,785 1,700 85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봉덕1동 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봉덕1동 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봉덕1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800 1,7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봉덕2동 새마을협의회 1,270 1,200 7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봉덕2동 새마을부녀회 1,260 1,200 6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봉덕2동바르게살기
위원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봉덕3동 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봉덕3동 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봉덕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대명1동새마을협의회 1,290 1,200 9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대명1동새마을부녀회 1,290 1,200 9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1동바르게살기
위원회 1,800 1,7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대명2동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대명2동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2동바르게살기
운동추진위원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대명3동새마을협의회 1,270 1,200 7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대명3동새마을부녀회 1,270 1,200 70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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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3동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 1,785 1,700 85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대명4동새마을협의회 1,320 1,200 12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대명4동새마을부녀회 1,320 1,200 12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4동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 1,870 1,700 17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대명5동 새마을 
부녀회 1,300 1,2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대명5동 협의회 1,300 1,2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5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1,785 1,700 85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대명6동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대명6동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6동바르게살기
운동추진위원회 1,800 1,7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대명9동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매우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대명9동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9동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 1,800 1,7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대명10동 
새마을협의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대명10동 
새마을부녀회 1,300 1,200 10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10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801 1,700 101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협의회)

대명11동새마을
지도자협의회 1,260 1,200 6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새마을부녀회)

대명11동 
새마을부녀회 1,260 1,200 60 우수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대명11동바르게살기운
동추진위원회 1,785 1,700 85 우수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성균관유도회  
대구남구지부 5,500 5,000 500 우수

경로효행문화 확산 사업 한국쳥년지도자연합회
대구남구지회 22,600 3,500 19,100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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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조직  
법정운영비 보조 대구남구새마을회 54,053 19,800 34,253 매우우수

바르게운동조직  
법정운영비 보조

바르게살기운동대구
남구협의회 20,809 10,800 10,009 매우우수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수련대회(새마을운동) 대구남구새마을회 23,278 7,224 16,054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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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단체 지도자  
수련대회(바르게살기운동)

바르게살기운동대구
남구협의회 6,130 1,890 4,240 우수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남구자원봉사센터 131,838 131,838 - 매우우수

자원봉사 활성화  
자체사업 남구자원봉사센터 20,000 20,000 - 매우우수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남구협의회 

통일기반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대구남구
협의회 14,225 10,000 4,225 매우우수

민간통일활동사업  지원 민족통일대구남구
협의회 2,200 2,000 200 우수

제19회 남도민요발표회 
(영·호남 교류) 지원 사)영남판소리보존회 10,324 5,000 5,324 우수

생활체육단체 지원 
(동호인클럽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6,300 6,300 - 매우우수

생활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28,350 24,350 4,000 매우우수

남구생활체육회 운영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17,000 14,000 3,000 매우우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38,000 38,000 - 우수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25,000 25,000 - 매우우수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17,600 17,600 - 매우우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4,500 4,500 - 매우우수

대구시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15,000 15,000 - 매우우수

시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2,000 2,000 - 매우우수

대구시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 
수당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3,780 3,780 - 매우우수

남구문화대학 운영비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15,000 15,000 - 매우우수

어린이집조리사  양성과정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17,000 17,000 - 매우우수

자유민주주의수호  
확산사업 활동보조

한국자유총연맹대구
남구지회 15,920 7,000 8,920 우수

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대구
남구지회 33,401 16,500 16,901 매우우수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관문상가시장상인회 7,700 5,000 2,700 우수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영선신시장상인회 1,500 1,000 500 보통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봉덕신시장상인회 1,200 1,000 200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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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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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명덕시장상인회 1,200 1,000 200 매우우수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광덕시장상인회 1,000 1,000 - 우수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

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05,872 388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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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87,267 210,020 237,854 268,310 305,872

행사･축제경비 218 231 308 671 388

비율 0.12% 0.11% 0.13% 0.25% 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