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0,619,867,930 2,492,27710,622,360,207

500 보조금 593,729,519 2,492,277596,221,796

510 국고보조금등 593,729,519 2,492,277596,221,796

511 국고보조금등 593,729,519 2,492,277596,221,796

01 국고보조금 500,492,951 2,451,142502,944,093

  ㅇ시민협력과 6,500

    ·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6,500,000원 6,500

 ㅇ노인복지과 1,233,957

    · 경로연금 추가배정 1,233,957,000원 1,233,957

 ㅇ치수과 599,900

    · 06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599,900,000원 599,900

 ㅇ농수산유통과 610,785

    ·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 610,785,000원 610,785

03 기금 66,432,068 41,13566,473,203

  ㅇ체육과 41,135

    · 스포츠클럽시범운영사업 지원 41,135,000원 41,135

( 단위 : 천원 )

출력일자 : 2007-01-19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1 



행정국 204,416,637 204,410,137 6,500

(X8,588,813) (X8,582,313) (X6,500)

시민참여 행정 확대로 시민중심의 자치시
정 구현

전략목표 : 16,680,861 16,674,361 6,500

(X8,227,463) (X8,220,963) (X6,500)

행정서비스 제공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원서비스 제공

성과목표 : 8,881,239 8,874,739 6,500

(X7,462,239) (X7,455,739) (X6,5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새주소 전산DB(건물) 갱신률 90% 91% 92% 건축물 변경건수 대비 새주소 전산DB 갱신 건수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1일 평균이용 인원 550명 600명 650명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1일 평균이용 인원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73.3% 73.5% 73.5% 민원실 서비스 이용 시민만족도 조사

Hi Seoul 민원봉사실 민원서비스 헌장운영 내실화 92% 93% 93% Hi Seoul 민원봉사실 민원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

문서정리 실적(서철, 면번호 부여, 기본목록, 세부목
록 작성 등)

6,300권 6,500권 7,500권 목표대비 달성도

마이크로필름 촬영 5,000매 5,000매 5,000매 목표대비 달성도

0201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7,462,239 7,455,739 6,500

(X 7,462,239) (X 7,455,739) (X6,500)

2,400(11-1254-110-101-01) 기본급

2,400,000원 = 2,400  ㅇ기본급 (X2,400)

2,798(11-1254-110-101-02) 수당

2,798,000원 = 2,798  ㅇ수당 (X2,798)

151(11-1254-110-101-05) 명절휴가비

151,000원 = 151  ㅇ명절휴가비 (X151)

297(11-1254-110-101-06) 가계지원비

297,000원 = 297  ㅇ가계지원비 (X297)

379(11-1254-110-101-07) 연가보상비

379,000원 = 379  ㅇ연가보상비 (X379)

475(11-1254-210-202-01) 국내여비

475,000원 = 475  ㅇ국내여비 (X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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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국



복지건강국 1,872,461,423 1,871,227,466 1,233,957

(X558,188,544) (X556,954,587) (X1,233,957)

노인복지 수준향상전략목표 : 206,430,179 205,196,222 1,233,957

(X28,226,696) (X26,992,739) (X1,233,957)

저소득노인 발굴 및 지원으로 틈새계층 복
지증진

성과목표 : 33,009,484 31,775,527 1,233,957

(X13,392,478) (X12,158,521) (X1,233,95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경로연금 지원 51,800명 53,353명 56,021명 경로연금 수혜자수

결식노인 무료급식 실적 10%/4,780명 10%/5,113명 10%/5,469명 급식율/저소득노인수

0801 경로연금 지급 23,718,865 22,484,908 1,233,957

(X 13,392,478) (X 12,158,521) (X1,233,957)

1,233,957(11-2315-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233,957,000원 = 1,233,957  ㅇ경로연금국고보조예산액 추가배정분 (X1,23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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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건강국



산업국 434,276,378 433,665,593 610,785

(X7,463,146) (X6,852,361) (X610,785)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전략목표 : 229,119,432 228,508,647 610,785

(X6,598,146) (X5,987,361) (X610,785)

농수산물 유통질서확립을 통한 시민생활보
호

성과목표 : 7,216,582 6,605,797 610,785

(X4,121,846) (X3,511,061) (X61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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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812,285 1,201,500 610,785

(X 1,812,285) (X 1,201,500) (X610,785)

610,785(11-311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610,785,000원 = 610,785  ㅇ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X61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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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국



문화국 365,859,023 365,817,888 41,135

(X40,776,702) (X40,735,567) (X41,135)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여가문화도
시 만들기

전략목표 : 71,976,142 71,935,007 41,135

(X4,963,805) (X4,922,670) (X41,135)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성과목표 : 30,707,561 30,666,426 41,135

(X1,951,805) (X1,910,670) (X41,13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 수 58천명 59천명 60천명 생활체육 참여시민수 확인

시장기대회 개최 종목수/참여인원 수 21종목/ 32천명 23종목 /33천명 25종목 /34천명 시장기대회 개최종목 및 참여인원 수 확인

직장운동부 창단 수 2개팀(33개팀) 2개팀(35개팀) 2개팀(37개팀) 직장운동부 창단 수 확인

0279 스포츠클럽운영 41,135 0 41,135

(X 41,135) (X 0) (X41,135)

41,135(11-2121-21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1,135,000원 = 41,135  ㅇ스포츠클럽시범사업운영(성북구) (X4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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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국



건설기획국 1,249,088,819 1,248,488,919 599,900

(X15,615,900) (X15,016,000) (X599,900)

일반예산전략목표 : 216,948,918 216,349,018 599,900

(X599,900) (X0) (X599,900)

일반예산성과목표 : 216,948,918 216,349,018 599,900

(X599,900) (X0) (X599,9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6135 호우피해 복구사업 599,900 0 599,900

(X 599,900) (X 0) (X599,900)

599,900(11-3341-21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99,900,000원 = 599,900  ㅇ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X5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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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획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