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새마을운동 민간경상사업비 남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민간경상사업비

동 단위 포함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자유민주주의수호 확산사업 활동보조 한국자유총연맹대구남구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이천동
이천동새마을협의회

이천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봉덕 동
봉덕 동새마을협의회

봉덕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봉덕 동
봉덕 동새마을협의회

봉덕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봉덕 동
봉덕 동새마을협의회

봉덕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대명 동
대명 동새마을협의회

대명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대명 동
대명 동새마을협의회

대명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대명 동
대명 동새마을협의회

대명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대명 동
대명 동새마을협의회

대명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대명 동
대명 동새마을협의회

대명 동새마을부녀회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대명 동
대명 동새마을협의회

대명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대명 동
대명 동새마을협의회

대명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대명 동
대명 동새마을협의회

대명 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대명 동
대명 동새마을협의회

대명 동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 남구새마을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배 행복마을 사진
이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봉덕신시장과함께하는행복나눔
봉덕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공룡 그리기 사생대회
봉덕 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공룡 그리기 사생대회
봉덕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옥상 상자텃밭 가꾸기 외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무병장수 만수무강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사랑의반찬나눔사업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김장 포기 더 릴레이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사업

세대공감 함께만들어요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앞산행복마을 영화제 외
대명 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마을이함께하는팔순잔치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천연비누 나눔사업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마을가꾸기 사업

빨래터 작은음악회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자율방범활동 강화사업 남구자율방범연합회

자원봉사 활성화 자체사업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남구자원봉사센터

민주평통자문회의 대구남구협의회  

통일기반조성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

민간통일활동사업 지원 민족통일대구남구협의회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성균관유도회 대구남구지부

경로효행문화 확산 사업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남구지회

지역예비군 지원 위문 및 봉사활동 남구여성예비군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 사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남구체육회 임원 및 동호인

연수대회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협회및현장지도 운동물품 구입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밸런스워킹 운영비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한궁세트 구입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홍보현수막 제작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대구시 동호인생활체육리그 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장수생활체육대학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남구문화대학 운영비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이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봉덕 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대명 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대명 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대명 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대명 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대명 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대명 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대명 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추진위원회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
성균관 유도회

한국인성예절원

급식조리사 양성과정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사업
미래인재교육원

경북영어마을 영진전문대학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 경북영어마을 영진전문대학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작은도서관 모두 운영지원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꿈키움 책가방배달사업 대구 남구 새마을회

마을공동체운영지원 대구 남구 새마을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지원 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

대명공연 문화마을 조성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무형문화재 제 호 판소리 흥보가

무형문화재 제 호 판소리 심청가

무형문화재 제 호 단청장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영호남 명인명창 초청 기획공연 지원 사 영남판소리보존회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강사비 운영비
관문상가시장 상인회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 화분 사 한국양봉협회대구남구분회장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축산차량 소유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 한국문화공동체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천행복마을협동조합

빛글협동조합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동안동농협가공사업소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도장마트

퓨전국악이어랑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사 인디

브리즈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브리즈

아트앤허그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퓨전국악이어랑

도장마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협동조합

영남필하모니오케스트라

도장마트

퓨전국악이어랑

사 인디

아트앤허그

맑은물 보전 및 자연보호활동

남구환경감시단

녹색환경운동연합

사 자연보호남구협의회

주민참여 프로그램사업 운영

배 행복마을만들기
대구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운영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
대구



민간행사보조 단위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주민참여 프로그램사업 운영

미군부대 주변 안전행복마을
대구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성상아맨션 외 개 단지

풍수해보험료지원 손해보험 외 개 보험사

교통질서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

사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남부지회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대구해병대 남구지회

불법주정차단속 지원 사업 사 전국모범운전자 대구남부지회

결핵환자관리사업 민간의료기관

국가결핵 예방사업 지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음악창작소 운영 대구음악창작소운영위원회

온마을축제 월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대명 동 여우골 예술마을 주민축제 월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월 남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

배 행복마을 축제 월 이천동 주민자치위원회

담벼락축제 월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물베기공동체 한마당 개최 월 대명 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운동 지도자 수련대회 월 남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수련대회 월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앞산자락길걷기 대회
월

월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월

월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앞산사랑가족건강등산대회 운영 월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대구시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월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월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시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월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

대덕제 대구 앞산빨래터 축제 월 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

신천돗자리음악회 월 남구문화행사추진위원회

대구 할로윈 축제 월 사단법인 희망뱅크

대명공연거리

제 회 로드페스티벌 행사 지원
월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

남구미술협회전 월 대구남구미술협회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 월

명덕시장 상인회

광덕시장 상인회

영선신시장 상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