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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92,961 42,225 61,659 2,660 84,180 2,237 0 0 0
국 비 130,222 37,685 31,231 1,434 59,479 394 0 0 0
시 도비 45,778 3,215 25,172 1,094 15,020 1,276 0 0 0
시 군 구비 16,961 1,325 5,256 132 9,681 567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31,403 260,552 288,429 319,957 333,843
사회복지분야(B) 133,601 155,517 165,540 176,205 192,961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73 59.69 57.39 55.07 57.8
인구수 (C) 210,770 206,028 199,507 191,992 184,37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34 755 830 918 1,04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지역 특성상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관련 사업의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사회복지비

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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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768

36,386 10.87

민간경상보조 (307-02) 2,814 0.84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379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130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8,649 5.5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4,348 4.29

민간자본보조 (402-01) 67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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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31,403 260,552 288,429 319,957 334,768

지방보조금(민간) 50,536 52,119 32,001 33,559 36,386

비율 21.84 20 11.09 10.49 10.8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811.53 2,698.54

민주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서구협의회
10 10

통일교육사업 민족통일대구서구협의회 4.2 4.2

범죄피해자 지원 (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5

범죄예방 활동 전개
법사랑서구지구협의회,
대구서부재향경우회

5.5 5.5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서구새마을회 48.4 48.4

지역 자율방범활동 서구자율방범대 2 2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서구새마을회 58.7 58.7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31.45 31.45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새마을문고 서구지부 17 17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국민운동(사업비)

한국자유총연맹서구지회 14 13.9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날뫼북춤보존회
천왕메기보존회
동부민요보존회

47.1 47.1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강사수당)

날뫼북춤보존회
천왕메기보존회

10 10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보존회 32 32

서구문화원 
활동비 지원

서구문화원 41.1 41.1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 서구문화원 7.5 7.5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
성균관유도회

와룡국악자원봉사단
5 5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0 30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서구체육회 13 13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 3

씨름왕선발대회 서구체육회 2 1.98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1 1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서구체육회 10 10

장수체육대학 운영 서구체육회 2.5 2.5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서구체육회 3 3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서구체육회 2.5 2.5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구체육회 187.65 175.89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구체육회 107.23 104.9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서구체육회 21.2 14.39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16.5 16.5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신나는 생활체육 광장 서구체육회 12 12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2 2

가족스포츠데이 운영 서구체육회 20 20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한국예절인성다도체험교육원 56 56

영어체험학습 지원
영진전문대

(대구경북영어마을)
101 101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

398 394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리더쉽 체험)

영진전문대
(대구경북영어마을)

100 100

우리마을 교육나눔 시범마을 지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11개동)

90 90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5개소 20 20

작은도서관 장서구입비 및 
운영비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3개소 9 9

길 위의 인문학 지원 사업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1개소 3 3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3개소 4 4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 옹달샘 작은도서관 3 3

학습품앗이 공유사업 유** 외 16 20 20

대구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경일직업능력개발원 외 1 16 16

서구예절대학 운영사업 한국예절아카데미 6 6

자원봉사 시책사업비 서구자원봉사센터 133 131

여성사회활동 지원 서구 여성단체 협의회 9 9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 
보호사업 지원

서구청소년
지도협의회 17 17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서구청소년수련관 3 3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서구청소년수련관 24 24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축산차량 등록사업
축산관계시설 

출입 등록차량 51대
3 3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동안동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2 32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관내 주소지 

양봉농가 박무열외 20명
14 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대구주거복지협동조합 25 2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행복하계협동조합 12 1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대구주거복지협동조합 24 2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111 26

마을기업 육성사업 협동조합 대구문화창작소 29 29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한울타리 14 14

청년고용 젊은기업 지원 사업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176 176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 

여**외 353명 50 50

환경보전 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13 13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 사업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5 5

안심마을 주민활동프로그램 운영 메세지팩토리 112 112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커뮤니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51 51

풍수해 보험사업 동부화재 외 2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서부지회
4 4

교통안전 봉사활동 서부녹색어머니연합회 2 2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대구의료원 34 3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223 22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

91 91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32.1 129.9

해맞이 행사 1월 서구문화원 7 7

아이스축제 7월 서구문화원 20 20

구민축제 10월 서구문화원 91.1 88.9

어린이 동요제 5
서대구

청년회의소
5 5

2018년 전통시장(서부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5월
서부시장 
상인회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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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 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13,640 10,000 13,640 매우우수

통일촉진운동 사업 민족통일서구협의회 12,200 4,200 8,000 우수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

서구범죄피해자
지원센터

83,609 5,000 78,609 매우우수

지역치안 질서 보조 서부재향경우회 2,000 1,000 1,000 우수

지역사회범죄예방 및 
소회계층 후원

법사랑대구
서구지구협의회

11,000 4,500 6,500 보통

새마을운동 활성화 서구새마을회 102,010 58,700 43,310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43,811 31,450 12,361 우수

새마을문고운동 활성화
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34,140 17,000 17,140 우수

서구새마을회 운영비 서구새마을회 68,220 30,300 37,920 우수

바르게살기운동서구협의회 
운영비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34,759 13,550 21,209 우수

새마을문고서구지부 운영비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 21,800 10,900 10,900 우수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서구새마을회 20,900 20,000 900 우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5,000 5,000 - 우수

지역자율방범활동활성화 서구자율방범연합회 13,200 2,000 11,200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자유민주주의수호확산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23,344 14,000 9,344 우수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서구지회

22,261 8,000 14,261 우수

아이스축제 서구문화원 20,000 20,000 - 매우우수

해맞이 행사 서구문화원 7,000 7,000 - 매우우수

구민축제 서구문화원 91,100 91,100 - 매우우수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날뫼북춤보존회
천왕메기보존회

10,000 10,000 - 매우우수

날뫼북춤보존회 전수실 
운영

날뫼북춤보존회 10,413 10,000 413 매우우수

천왕메기보존회 전수실 
운영

천왕메기보존회 8,699 8,000 699 매우우수

서구문화원 운영비 지원 서구문화원 17,500 17,500 - 우수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 서구문화원 7,500 7,500 - 매우우수

전통문화계승사업 지원
성균관유도회서구지부

와룡국악봉사단
13,907 5,000 8,907 매우우수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0,000 30,000 - 우수

시민생활체육대축전 서구체육회 13,000 13,000 - 매우우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3,000 3,000 - 우수

씨름왕선발대회 서구체육회 2,000 2,000 - 우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16,500 16,500 - 우수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 서구체육회 10,000 10,000 - 우수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서구체육회 1,000 1,00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신나는 생활체육광장 서구체육회 12,000 12,000 - 우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서구체육회 2,000 2,000 - 우수

가족스포츠데이(주민제안) 서구체육회 20,000 20,000 - 우수

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서구체육회 8,600 8,600 - 매우우수

예절대학 운영 위탁 (사)한국예절아카데미 6,799 6,000 799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문고 지원

마을도서관햇빛따라
외 5개소

21,350 20,000 1,350 매우우수

청소년 선도보호 
건전육성 지원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25,118 17,300 7,818 우수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운영비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9,680 9,680 -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서구지회 3,500 3,500 -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미망인회서구지
회

8,000 7,500 500 우수

무공수훈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서구지회 7,120 7,120 - 우수

광복회 서구지회 운영비 광복회중.서구지회 3,250 3,250 - 우수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7,400 7,400 - 우수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운영비

고엽제전우회서구지회 3,400 3,400 -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특수임무유공자회 2,000 2,000 - 우수

월남전 참전자회 
서구지회 운영비

월남전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1,720 1,720 - 우수

재향군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재향군인회서구지회 2,000 2,000 - 우수

호국보훈사업 지원 광복회 외 10개 단체 97,390 58,350 39,040 우수

6.25전쟁 기념행사
6.25참전유공자회

서구지회
6,400 6,000 400 우수

상이군경회 사무실 보수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3,500 3,000 50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서구자원봉사센터 68,238 68,238 - 매우우수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구여성단체협의회 19,300 8,500 10,833 매우우수

어린이 동요제 서대구청년회의소 9,000 5,000 4,000 매우우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22,880 22,880 - 매우우수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 및 
응원단 지원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20,000 20,000 - 매우우수

구청장배 한궁대회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3,700 3,000 700 매우우수

노인대학 운영 서부노인대학 외 2개소 43,940 7,500 36,440 매우우수

노인복지 증진 활동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29,342 11,680 17,662 매우우수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서구지회 68,465 22,020 46,445 매우우수

지체장애인 복지 증진
(사)대구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22,840 12,000 10,840 매우우수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
(사)대구시각장애인협회 

서구지회
9,711 7,500 2,211 우수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

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5,000 2,000 3,00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계수련회 지원

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00 1,500 50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2,500 1,000 1,500 매우우수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서구관내 어린이집 108,780 108,780 - 매우우수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지원 분과별어린이집 연합회 5,250 5,250 - 매우우수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 지급

서구관내 어린이집 48,000 48,000 - 매우우수

장기근속 조리사 
수당 지급

서구관내 어린이집 6,000 6,000 - 매우우수

장기근속 및 보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서구어린이집 연합회 20,000 20,000 매우우수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서부시장 상인회 9,000 9,000 - 매우우수

도시가스보급 확대사업 여** 외 353명 50,000 50,000 - 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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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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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환경보전활동 자연보호서구협의회 19,797 13,400 6,397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우아파트 외 3개소 66,438 40,000 26,438 매우우수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 
보조활동

대구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102,892 5,000 97,892 우수

교통안전 봉사활동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외1

46,265 6,000 40,265 매우우수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구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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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843 711 0.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사유는 서대구 고속철도 착공식 기념 음악회, 달구벌 목민관 

부임 마을 축제 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31,403 260,552 288,429 319,957 333,843

행사 축제경비 338 406 457 440 711

비율 0.15 0.16 0.16 0.14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