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재정성과 평가 / 

성과보고서9-1.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

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본 회계연도의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라는 비전을 달

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 전락목표 개 정책사업목표 개 단위사업

개 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개의 정책사업목표와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우리 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 : , 백만원)

의 회 사

무과

기 획 조

정실

자 치 행

정국

주 민 행

복국

도 시 창

조국

보건소

대 덕 문

화전당

행 정 복

지센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행정정보 재정현황 재정자료실 결산서 페이지 성과보고서

복식부기 재무제표9-2.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

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행정정보 재정현황 재정자료실 결산서 페이지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기금성과분석 결과9-3.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

재정분석 결과9-4.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9-5. 

지방재정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

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재정건전화 수립 및 이행권고를 년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9-6.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

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년부터 시범 운영 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년 성인지결산 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행정정보 재정현황 재정자료실 결산서 첨부서류 페이지 성인지결산서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9-7. ·

행사 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 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사 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건 천원

집행액 구분 기준 광역 천만원 기초 천만원

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 축제 현황 회계연도 행사 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행사 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9-8.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 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덕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개월 기타 행정복지센터

대상사업 년 준공된 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1  
행정지원과 행정 급 공남수, 7 , , 053)664-2225

일반현황 1. 

구   분 내  용 비  고

일 반
현 황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봉덕동51-2(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명 월 기준   9,402 (2018. 10 ) 명 월 기준    9,362 (2019. 6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 현원/명 명11 /11 명 명11 /11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년 부채없음2018 9.48%( ) 년 부채없음2019 9.5%( )

사 업
개 요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 지상( / ) 비고

행정복지센터 1992 - - 423.67㎡ 1 구의회동 
입주

청사신축 필요성○ 
사무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 협소- 

- 노후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증가 및 주민들의 독립된 행정복지센
터 건축 요구

사업기간○ 착공 당시 개월2018. 10. ~ 2019. 6. (8 )
준공 개월2018. 10. ~ 2019. 6. (8 )

사업수행방식○ 입찰 설계 시공분리( )･
추정 예정 가격( )○ 백만원4,672 계약금액 백만원4,427 낙찰율 87.38%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 지상( / ) 비고

봉덕 동 행정복지센터1 2019.6 664.00㎡ 370.815㎡ 978.535㎡ 4

소  요
예산액

사업비 조달 현황 백만원( )○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4,672 300 1,200 3,172
Y-2 200 200
Y-1 4,472 300 1,200 2,972

준공연도(Y) - - - -
세부 내역별 사업비 백만원( )○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이전Y-3 Y-2 Y-1 준공연도(Y)
토지매입비 1) 200 1,800
설계비 2) 123
감리비 3) 44
공사비 4) 2,477
기타부대비 5) 28

추 진
일 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타당성 조사 해당없음 - 총사업비 억 미만500
중기재정계획 2016. 11. 반영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2016. 06. 승인 남구의회
리모델링 적합여부 2016. 10. 부적합 건축사 동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017. 03. 승인 남구의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17. 10. 승인 대구시

설계 2018. 02. 완료 건축사사무소 명가
석면조사 2018. 05. 완료 신성에코텍㈜
착공 2018. 10. 완료 오주건설 외㈜

설계변경 2019. 05. 완료 오주건설 외㈜
준공 2019. 06. 완료 오주건설 외㈜



공종별 공사비 현황 2. 
단위원

공  종 금액 비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2,391,599,810 2,633,370,000

원/㎡ 2,444,061 2,691,135

점유율 100% 100%

건 축
토목( ,
조경, 

기계설비)

금액 1,867,120,130 2,029,337,000 건축비 원: 1,609,031,930
관급자재 등 원: 258,088,200

원/㎡ 1,908,077 2,073,852

점유율 78% 77%

전 기

금액 253,257,490 296,423,000 도급액 원: 185,460,000
관급자재 등 원: 67,797,490

원/㎡ 258,812 302,925

점유율 10.6% 11.3%

통 신

금액 221,185,390 245,988,000 도급액 원: 104,183,910
관급자재 등 원: 117,001,480

원/㎡ 226,037 251,383

점유율 9.3% 9.4%

소 방

금액 50,036,800 61,622,000

원/㎡ 51,134 62,973

점유율 2.1% 2.3%

 



수의계약 현황9-9. 

우리 구의 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백만원

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

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비   율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억원 기초 억원 이상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백만원

대구 남구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대명사

회복지

관

위탁



예산낭비신고 접수 처리 현황9-11.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처리기간
단위 건 천원

2 2 0 0 2 0 1 1 0 0 0 0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9-12. 

조정교부금이란 시 도가 관할 시 군 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년도에 우리 구는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이 없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주체와 객체 특별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일반조정교부금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 재정 부족액 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 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시 군 조정교부금

교부주체와 객체 광역시 도가 관할 시 군에 교부하는 재원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의 는 인구수 는 시 도세 징수실적 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특별조정교부금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9-13.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

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년도 월말까지의 지방자

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이며 광역자치단체

는 단 세종 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지방공

기업은 입니다

단위 억원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감사결과9-14. 

우리 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 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