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601,165,209 1,526,98410,602,692,193

500 보조금 575,031,183 1,526,984576,558,167

510 국고보조금등 575,031,183 1,526,984576,558,167

511 국고보조금등 575,031,183 1,526,984576,558,167

01 국고보조금 492,236,229 1,506,984493,743,213

  ㅇ농수산유통과 2,400

    · 정부 양곡관리 2,400,000원 2,400

 ㅇ맑은서울사업반 896,000

    · 저공해자동차보급- 하이브리드자동차 896,000,000원 896,000

 ㅇ사회과 605,584

    ·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자활장려금 605,584,000원 605,584

 ㅇ문화재과 3,000

    ·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수행경비 3,000,000원 3,000

03 기금 59,301,454 20,00059,321,454

  ㅇ문화재과 20,000

    · 풍납,몽촌토성 긴급보수 20,000,000원 20,000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6-10-12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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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 1,862,999,349 1,862,393,765 605,584
(X548,730,855) (X548,125,271) (X605,58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전략목표 : 1,127,931,008 1,127,325,424 605,584
(X464,934,008) (X464,328,424) (X605,584)

저소득 시민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
소

성과목표 : 1,087,307,022 1,086,701,438 605,584
(X438,427,335) (X437,821,751) (X605,58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선정수 800명 900명 900명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한 실사

저소득틈새계층지원 확충실적 4,100명 4,300명 4,500명 지원실적

노숙자 자활교육 참여실적 950명 1000명 1,100명 자활교육 참여실적 확인

0301 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08,557,203 307,951,619 605,584
(X 197,729,999) (X 197,124,415) (X605,584)

605,584(11-23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05,584,000원 = 605,584  ㅇ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자활장려금 (X605,58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1 복지건강국



산업국 433,665,593 433,663,193 2,400
(X6,852,361) (X6,849,961) (X2,400)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28,508,647 228,506,247 2,400
(X5,987,361) (X5,984,961) (X2,400)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6,605,797 6,603,397 2,400
(X3,511,061) (X3,508,661) (X2,4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55,000건 60,000건 62,500건 지도단속 건수

친환경농장 조성운영(구좌) 7,000 7,500 8,000 참여구좌 확인조사

친환경농장 참여자 만족도 70% 75% 80% 만족도 확인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440건 470건 470건 검사건수 확인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건수 8,900건 9,000건 9,000건 검사건수 확인

가축 방역수 187,467두 187,467두 265,554두 방역대장 확인

도시농업 육성지원 실적 1,108백만원 1,366백만원 1,425백만원 지원실적

농업관련 교육생 만족도 84% 84% 84% 자체설문 조사

도시농업기술 보급 사업수 23건 23건 24건 추진결과 확인

도시농업기술 만족도 70% 75% 80% 자체설문조사

유기동물 보호수 13,000두 20,000두 21,000두 관리 두수 확인

0305 양곡관리사업 15,034 12,634 2,400
(X 15,034) (X 12,634) (X2,400)

2,000(11-3111-210-201-01) 일반운영비

1식*2,000,000원 = 2,000  ㅇ정부양곡관리회계 특근매식비 (X2,000)

400(11-3111-210-202-01) 국내여비

1식*400,000원 = 400  ㅇ정부양곡관리 회계여비 (X4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1 산업국



문화국 363,841,189 363,818,189 23,000
(X38,758,868) (X38,735,868) (X23,000)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만들기

전략목표 : 47,066,875 47,043,875 23,000
(X23,815,050) (X23,792,050) (X23,000)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성과목표 : 42,070,837 42,047,837 23,000
(X23,757,050) (X23,734,050) (X23,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북한산성 3단계 복원 120m(399) 450m(849) 446m(1295) 북한산성 복원실적 확인

풍납토성 토지보상 5235/59902 6000/65902 6000/71902 풍납토성 보상면적 확인(㎥,완료/누계)

유형문화재 발굴지정 25건 25건 25건 유형문화재 지정 건수 확인

서울관련 사료책자 발간 및 서울 역사,문화 탐방 9권/400명 10권/400명 10권/400명 사료책자 발간/서울역사 문화탐방 인원 확인

등록문화재 등록 10건(23건) 10건(33건) 10건(43건) 등록문화재 등록건수 확인

0210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600,000 580,000 20,000
(X 300,000) (X 280,000) (X20,000)

20,000(11-2112-210-401-01) 시설비

10,000,000원 = 10,000  ㅇ풍납토성 긴급보수비(토성) (X10,000)

10,000,000원 = 10,000  ㅇ몽촌토성 긴급보수비(토성 및 배수) (X10,000)

0275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3,000 0 3,000
(X 3,000) (X 0) (X3,000)

1,000(11-2112-210-202-01) 국내여비

20,000원*5일 *10일 = 1,000  ㅇ문화재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X1,000)

2,000(11-2112-21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0원 = 2,000  ㅇ문화재보존관리 역량 종합평가 수행 (X2,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1 문화국



환경국 216,372,289 215,476,289 896,000
(X65,661,609) (X64,765,609) (X896,000)

맑고 깨끗한 공기만들기전략목표 : 126,762,000 125,866,000 896,000
(X63,717,409) (X62,821,409) (X896,000)

대기질개선성과목표 : 126,762,000 125,866,000 896,000
(X63,717,409) (X62,821,409) (X896,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12,785대 42,398대 45,000대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대수(기준초과차량 적발률) 1,200천대 1,000천대 1,000천대 단속대수 확인

먼지발생사업장 단속건수 10천개소 10천개소 10천개소 공사장 단속실적 확인

미세먼지오염도(㎍/㎥) 58 55 52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오존오염도(ppm) 0.014 0.014 0.014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 확인

친환경절약형 에너지시설 설치 - 2개소 2개소 설치개소수 확인

0106 저공해 자동차 보급 2,536,000 1,640,000 896,000
(X 2,206,000) (X 1,310,000) (X896,000)

448,000(11-2222-210-402-01) 민간자본보조

16대*28,000,000원 = 448,000  ㅇ하이브리드 자동차 (X448,000)

84,000(11-2222-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대*28,000,000원 = 84,000  ㅇ하이브리드 자동차 (X84,000)

364,000(11-2222-210-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대*28,000,000원 = 364,000  ㅇ하이브리드 자동차 (X364,000)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

1 환경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