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일반회계 14,429,254,025 13,690,47014,442,944,495

500 보조금 977,404,487 13,690,470991,094,957

510 국고보조금등 977,404,487 13,690,470991,094,957

511 국고보조금등 977,404,487 13,690,470991,094,957

01 국고보조금 920,474,147 11,247,422931,721,569

 ㅇ 여성정책담당관 96,137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국비) 96,137,000원 96,137

 ㅇ 청소년담당관 239,995

    · 희망스타트 운영지원 239,995,000원 239,995

 ㅇ 지리정보담당관 500,000

    ·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500,000,000원 500,000

 ㅇ 경제진흥관 생활경제담당관 712,000

    ·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 200,000,000원 200,000

    ·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00,000,000원 100,000

    ·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지원) 412,000,000원 412,000

 ㅇ 농업기술센터 1,493

    · 국가기반기술 보급사업 280,000원 280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농업전문인력 육성) 1,213,000원 1,213

 ㅇ 저공해사업담당관 1,400,000

    ·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보조)-저공해자동차 보급
1,400,000,000원

1,400,000

 ㅇ 복지정책과 7,557,237

    ·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7,502,237,000원 7,502,237

    ·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55,000,000원 55,000

 ㅇ 노인복지과 15,000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관리 15,000,000원 15,000

 ㅇ 자활지원과 31,769

    ·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보조사업) 31,769,000원 31,769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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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정책과 70,000

    ·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70,000,000원 70,000

 ㅇ 자연생태과 455,463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55,463,000원 455,463

 ㅇ 행정과 5,316

    ·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쉽 구축(지원) 5,316,000원 5,316

 ㅇ 토지관리과 125,000

    ·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125,000,000원 125,000

 ㅇ 하천관리과 21,832

    ·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21,832,000원 21,832

 ㅇ 소방행정과 16,180

    ·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16,180,000원 16,18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6,284,000 1,743,00018,027,000

 ㅇ 자연생태과 1,618,00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618,000,000원 1,618,000

 ㅇ 도시계획과 125,000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125,000,000원 125,000

03 기금 40,646,340 700,04841,346,388

 ㅇ 여성정책담당관 409,670

    ·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409,670,000원 409,670

 ㅇ 보건정책담당관 25,000

    ·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25,000,000원 25,000

 ㅇ 체육진흥과 265,378

    · 생활체육진흥사업(보조) 95,378,000원 95,378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50,000,000원 50,000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20,000,000원 120,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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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1,520,000 2,328,00013,848,000

100 한강수질개선사업 11,520,000 2,328,00013,848,000

130 보조금 10,032,000 2,328,00012,360,000

131 국고보조금 10,032,000 2,328,00012,360,000

03 기금 10,032,000 2,328,00012,360,000

  ㅇ물관리정책과 2,328,000

    ·환경기초시설설치 2,328,000,000원 2,328,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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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획단 44,123,744 43,623,744 500,000

(X2,956,126) (X2,456,126) (X500,000)

정보화기획단 지리정보담당관부서 : 4,343,843 3,843,843 500,000

(X1,000,000) (X500,000) (X500,000)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정책 : 4,302,018 3,802,018 500,000

(X1,000,000) (X500,000) (X500,000)(일반행정)

GIS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로 신뢰도 및 
활용도 향상

성과목표 : 2,822,978 2,322,978 500,000

(X1,000,000) (X500,000) (X50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1:1,000  수치지도 갱신율 - 100% 100%

GIS 운영시스템 2,822,978 2,322,978 500,000

(X1,000,000) (X500,000) (X500,000)

단위 :

(일반회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1,000,000 500,000 500,000

(X1,000,000) (X500,000) (X500,000)

(100-207-01) 연구용역비 500,000

500,000,000원 = 500,000  ㅇ지하시설물 측량 (X50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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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관 926,193,800 925,422,998 770,802

(X178,389,865) (X177,619,063) (X770,802)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36,758,757 36,252,950 505,807

(X7,322,829) (X6,817,022) (X505,807)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30,641,661 30,135,854 505,807

(X7,322,829) (X6,817,022) (X505,807)(보육ㆍ가족및여성)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성과목표 : 16,785,065 16,279,258 505,807

(X7,302,329) (X6,796,522) (X505,807)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추진율 4개년 계획수립 40% 70%

여성단체활동 지원 건수 60 62 64

여성발전기금 이용자 만족도 70% 71% 72%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15,809,215 15,303,408 505,807

(X7,302,329) (X6,796,522) (X505,807)

단위 :

(일반회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국비) 3,188,118 3,091,981 96,137

(X1,630,196) (X1,534,059) (X96,137)

(100-307-02) 민간경상보조 11,172

11,172,000원 = 11,172  ㅇ주거지원사업 운영비 (X11,172)

(100-402-01) 민간자본보조 84,965

24,965,000원 = 24,965  ㅇ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비 (X24,965)

60,000,000원 = 60,000  ㅇ주거지원사업(1개소) (X60,000)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1,638,700 1,229,030 409,670

(X1,638,700) (X1,229,030) (X409,67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409,670

409,670,000원 = 409,670  ㅇ 막달레나의 집외 2개소 운영 (X409,670)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부서 : 119,266,114 119,026,119 239,995

(X13,676,339) (X13,436,344) (X239,995)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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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17,320,389 117,080,394 239,995

(X13,676,339) (X13,436,344) (X239,995)(노인ㆍ청소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성과목표 : 73,447,438 73,207,443 239,995

(X6,803,340) (X6,563,345) (X239,995)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확충·운영 180개소 200개소 220개소

가정친화적 공동생활가정 확충·운영 29개소 40개소 50개소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73,447,438 73,207,443 239,995

(X6,803,340) (X6,563,345) (X239,995)

단위 :

(일반회계)

희망스타트 운영지원 839,970 599,975 239,995

(X839,970) (X599,975) (X239,995)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239,995

239,995,000원 = 239,995  ㅇ 희망스타트 시범운영(2개소) (X239,995)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부서 : 232,871,526 232,846,526 25,000

(X9,434,189) (X9,409,189) (X25,000)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232,288,691 232,263,691 25,000

(X9,434,189) (X9,409,189) (X25,000)(보건의료)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성과목표 : 31,809,925 31,784,925 25,000

(X3,450,701) (X3,425,701) (X25,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정신보건시설 확충 81개소 90개소 99개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인원 2,000명 2,200명 2,400명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12,084,930 12,059,930 25,000

(X2,885,215) (X2,860,215) (X25,000)

단위 :

(일반회계)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2,245,000 2,220,000 25,000

(X2,245,000) (X2,220,000) (X25,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25,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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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원 = 25,000  ㅇ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X25,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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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2,117,980,878 2,117,975,562 5,316

(X836,103) (X830,787) (X5,316)

행정국 행정과부서 : 2,025,145,834 2,025,140,518 5,316

(X714,844) (X709,528) (X5,316)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정책 : 5,103,812 5,098,496 5,316

(X701,244) (X695,928) (X5,316)(일반행정)

시민참여 활성화성과목표 : 5,103,812 5,098,496 5,316

(X701,244) (X695,928) (X5,316)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자원봉사자 만족도(%) 75.0 75.5 76.0

자원봉사자 증가율(%) 3 3 3

민간단체 우수사업 비율(%) 21 23 25

행정서포터즈 참여자 만족도(%) 77 79 80

시민참여 강화 5,103,812 5,098,496 5,316

(X701,244) (X695,928) (X5,316)

단위 :

(일반회계)

자원봉사센터 민관파트너쉽 구축(지원) 623,292 617,976 5,316

(X623,292) (X617,976) (X5,316)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316

5,286,000원 = 5,286  ㅇ자원봉사단체 상해보험료 (X5,286)

30,000원 = 30  ㅇ자원봉사교육 및 수요,공급DB구축 (X3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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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 458,618,175 458,282,797 335,378

(X45,322,449) (X44,987,071) (X335,378)

문화국 문화정책과부서 : 195,781,899 195,711,899 70,000

(X963,858) (X893,858) (X70,000)

문화도시 서울 구현정책 : 121,094,517 121,024,517 70,000

(X963,858) (X893,858) (X70,000)(문화예술)

서울 문화브랜드 가치 창출성과목표 : 6,287,140 6,217,140 70,000

(X481,170) (X411,170) (X7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서울 대표축제 시민만족도 72% 74% 78%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2,022,000 1,952,000 70,000

(X140,000) (X70,000) (X70,000)

단위 :

(일반회계)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140,000 70,000 70,000

(X140,000) (X70,000) (X7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70,000

70,000,000원 = 70,000  ㅇ 전통예술공연 (X70,000)

문화국 체육진흥과부서 : 76,702,561 76,437,183 265,378

(X2,870,516) (X2,605,138) (X265,378)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정책 : 71,619,865 71,354,487 265,378

(X2,870,516) (X2,605,138) (X265,378)(체육)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성과목표 : 39,781,038 39,515,660 265,378

(X2,870,516) (X2,605,138) (X265,378)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70% 73% 75%

시장기대회 개최 종목수 및 참여인원수 24종/34천명 27종/34.5천명 28종/35천명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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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 육성 28,486,054 28,316,054 170,000

(X340,000) (X170,000) (X17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21,966,054 21,846,054 120,000

(X240,000) (X120,000) (X12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120,000

120,000,000원 = 120,000  ㅇ 청소년스포츠클럽운영 (X120,000)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2,370,000 2,320,000 50,000

(X100,000) (X50,000) (X50,000)

(100-307-05) 민간위탁금 50,000

50,000,000원 = 50,000  ㅇ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X50,000)

생활체육 육성 11,294,984 11,199,606 95,378

(X2,530,516) (X2,435,138) (X95,378)

단위 :

(일반회계)

생활체육진흥사업(보조) 1,218,449 1,123,071 95,378

(X477,306) (X381,928) (X95,378)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95,378

95,378,000원 = 95,378  2008스포츠클럽시범(성북구)운영 (X95,378)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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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국 675,102,763 672,752,931 2,349,832

(X1,758,664) (X1,736,832) (X21,832)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부서 : 23,094,254 20,766,254 2,328,000

(X20,000) (X20,000)

깨끗한 물관리정책 : 17,660,647 15,332,647 2,328,000

(X20,000) (X20,000)(상하수도ㆍ수질)

한강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성과목표 : 12,832,494 10,504,494 2,328,000

(X20,000) (X2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한강수질오염도(BOD)-잠실 1.8 1.7 1.6

한강수질오염도(BOD)-가양 3.1 3.0 2.9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량 40,000㎥ 40,000㎥ 40,000㎥

한강 수질개선 10,927,244 8,599,244 2,328,000

(X20,000) (X20,000)

단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설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5,835,000 3,507,000 2,328,000

(209-401-04) 시설비 2,328,000

621,000,000원 = 621,000  ㅇ강동구 하수도개량공사

1,707,000,000원 = 1,707,000  ㅇ잠실수중보 상류지역 하수도정비

물관리국 하천관리과부서 : 159,008,509 158,986,677 21,832

(X1,738,664) (X1,716,832) (X21,832)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84,004,584 83,982,752 21,832

(X1,738,664) (X1,716,832) (X21,832)(수자원)

폭우에도 강한 수방체계 구축성과목표 : 11,393,904 11,372,072 21,832

(X1,738,664) (X1,716,832) (X21,832)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수전설비 이중화 설치개소수 10개소 10개소 10개소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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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저류시설 설치개소수(누계) 2개소    (8) 2개소   (10) 3개소   (13)

수방대책 사업 11,393,904 11,372,072 21,832

(X1,738,664) (X1,716,832) (X21,832)

단위 :

(일반회계)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43,664 21,832 21,832

(X43,664) (X21,832) (X21,832)

(100-201-01) 사무관리비 21,832

21,832,000원 = 21,832  ㅇ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X21,832)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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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801,284,568 799,211,105 2,073,463

(X12,085,072) (X10,011,609) (X2,073,46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34,819,981 32,746,518 2,073,463

(X9,690,896) (X7,617,433) (X2,073,463)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34,583,208 32,509,745 2,073,463

(X9,690,896) (X7,617,433) (X2,073,463)(자연)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17,165,698 15,092,235 2,073,463

(X7,870,896) (X5,797,433) (X2,073,463)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1개소 1개소 1개소

도시생태림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65,000주 65,000주 65,000주

숲가꾸기 674ha 680ha 680ha

생태계 보전사업 17,165,698 15,092,235 2,073,463

(X7,870,896) (X5,797,433) (X2,073,463)

단위 :

(일반회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404,432 1,948,969 455,463

(X1,972,937) (X1,517,474) (X455,463)

(100-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907

20,907,000원 = 20,907  ㅇ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X20,90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34,556

434,556,000원 = 434,556  ㅇ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자치구) (X434,55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236,000 1,618,000 1,618,000

(X3,236,000) (X1,618,000) (X1,618,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18,000

1,618,000,000원 = 1,618,000  ㅇ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X1,618,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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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524,620,429 524,370,429 250,000

(X500,000) (X250,000) (X250,00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부서 : 416,912,625 416,787,625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2,747,346 2,622,346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지역및도시)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성과목표 : 2,747,346 2,622,346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추진율(%) 10(10) 90(100)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지침 마련 및 시행 시범정비 60 40(100)

도시발전연구 2,255,000 2,130,000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

단위 :

(일반회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250,000 125,000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

125,000,000원 = 125,000  ㅇ살고싶은 도시만들기 (X125,00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부서 : 986,824 861,824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

도시계획관련 인프라 구축정책 : 920,182 795,182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지역및도시)

토지정보 및 자료관리 인프라 구축성과목표 : 920,182 795,182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측량 기준점 정비 및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율(%) 50(50) 20(70)

본번의 부지번 변경 사업 추진건수(필지) 700(1,700) 300(2,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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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등 920,182 795,182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

단위 :

(일반회계)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250,000 125,000 125,000

(X250,000) (X125,000) (X12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25,000

125,000,000원 = 125,000  ㅇ디지털지적구축 (X125,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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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본부 573,284,173 571,884,173 1,400,000

(X98,446,043) (X97,046,043) (X1,400,000)

맑은환경본부 저공해사업담당관부서 : 191,607,998 190,207,998 1,400,000

(X90,813,500) (X89,413,500) (X1,400,000)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차량 보급정책 : 173,686,874 172,286,874 1,400,000

(X84,313,500) (X82,913,500) (X1,400,000)(대기)

저공해차량 이용ㆍ보급 확대성과목표 : 57,132,754 55,732,754 1,400,000

(X26,183,500) (X24,783,500) (X1,40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CNG 버스·청소차 보급 대수 1,129대 1,497대 1,588대

하이브리드차·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180대 120대 250대

CNG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57,132,754 55,732,754 1,400,000

(X26,183,500) (X24,783,500) (X1,400,000)

단위 :

(일반회계)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보조)-저공해자동차 보
급

9,412,000 8,012,000 1,400,000

(X7,597,000) (X6,197,000) (X1,400,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1,400,000

100대*14,000,000원 = 1,400,000  ㅇ저공해자동차보급(하이브리드차) (X1,40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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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2,501,734,595 2,494,130,589 7,604,006

(X901,031,476) (X893,427,470) (X7,604,006)

복지국 복지정책과부서 : 1,559,107,699 1,551,550,462 7,557,237

(X629,088,914) (X621,531,677) (X7,557,23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238,876,687 1,231,319,450 7,557,237

(X629,088,914) (X621,531,677) (X7,557,237)(취약계층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성과목표 : 1,152,201,762 1,144,644,525 7,557,237

(X629,088,914) (X621,531,677) (X7,557,237)

성과지표 :  2007 2009200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발굴율 12% 12% 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격자 조치율 10% 10% 10%

저소득 틈새계층 발굴 및 지원 5,800명 6,000명 6,200명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452,056,544 444,554,307 7,502,237

(X301,616,369) (X294,114,132) (X7,502,237)

단위 :

(일반회계)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18,641,474 11,139,237 7,502,237

(X15,004,474) (X7,502,237) (X7,502,237)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7,502,237

7,285,663,000원 = 7,285,663  ㅇ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보조금지원 (X7,285,663)

216,574,000원 = 216,574  ㅇ중증장애인차상위계층 유가보조금지원 (X216,57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69,421,218 69,366,218 55,000

(X15,971,145) (X15,916,145) (X55,000)

단위 :

(일반회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7,314,918 17,259,918 55,000

(X11,491,145) (X11,436,145) (X55,000)

(100-201-01) 사무관리비 6,300

6,300,000원 = 6,300  ㅇ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X6,3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8,700

48,700,000원 = 48,700  ㅇ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운영교부금 (X48,7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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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노인복지과부서 : 515,850,410 515,835,410 15,000

(X181,025,718) (X181,010,718) (X15,000)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515,417,563 515,402,563 15,000

(X181,025,718) (X181,010,718) (X15,000)(노인ㆍ청소년)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성과목표 : 455,343,791 455,328,791 15,000

(X181,025,718) (X181,010,718) (X15,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치매노인서비스 제공율 11.7% 13.7% 15.2%

노인 취업율 20% 23% 27%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 29,120명 30,570명 32,100명

독거노인 One-Stop 서비스 제공 24.7% 25.8% 26.1%

노인사회활동 지원 368,178,788 368,163,788 15,000

(X165,308,097) (X165,293,097) (X15,000)

단위 :

(일반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관리 30,000 15,000 15,000

(X30,000) (X15,000) (X15,000)

(100-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

6,000,000원 = 6,000  ㅇ요양보호사 업무관련 보조인력 인건비 (X6,000)

(100-202-01) 국내여비 9,000

9,000,000원 = 9,000  ㅇ현장점검여비 (X9,000)

복지국 자활지원과부서 : 82,307,722 82,275,953 31,769

(X37,334,672) (X37,302,903) (X31,769)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정책 : 28,750,054 28,718,285 31,769

(X2,011,507) (X1,979,738) (X31,769)(취약계층지원)

부랑인·노숙인 자활지원강화로 자립능력 
제고

성과목표 : 28,750,054 28,718,285 31,769

(X2,011,507) (X1,979,738) (X31,769)

성과지표 :  2007 20092008

노숙인쉼터 특성화 비율 50% 70% 90%

노숙인 자활사업 참여인원 1,500명 1,600명 1,700명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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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시설 운영지원 5,081,306 5,049,537 31,769

(X2,011,507) (X1,979,738) (X31,769)

단위 :

(일반회계)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보조사업) 3,320,477 3,288,708 31,769

(X1,692,007) (X1,660,238) (X31,769)

(100-307-02) 민간경상보조 9,349

1,545,000원 = 1,545  ㅇ늘푸른자활의집운영 (X1,545)

7,804,000원 = 7,804  ㅇ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X7,804)

(100-307-05) 민간위탁금 22,420

22,420,000원 = 22,420  ㅇ시립 은평의 마을 위탁운영 (X22,42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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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본부 405,305,443 404,591,950 713,493

(X24,254,370) (X23,540,877) (X713,493)

경쟁력강화본부 경제진흥관 생활경제담당관부서 : 29,205,418 28,493,418 712,000

(X17,307,014) (X16,595,014) (X712,000)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정책 : 20,595,845 20,083,845 512,000

(X13,392,051) (X12,880,051) (X512,000)(산업ㆍ증소기업일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성과목표 : 20,595,845 20,083,845 512,000

(X13,392,051) (X12,880,051) (X512,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추진실적(회) 7 8 9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개소) 7 13 10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구제율(%) 25 26 27

대부업 행정조치 건수(건) 400 450 500

불법공산품 단속지도 건수(건) 310 350 350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19,606,877 19,094,877 512,000

(X13,392,051) (X12,880,051) (X512,000)

단위 :

(일반회계)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433,700 333,700 100,000

(X200,000) (X100,000) (X10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  ㅇ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사업지원 (X100,000)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지원) 3,054,000 2,642,000 412,000

(X824,000) (X412,000) (X412,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12,000

412,000,000원 = 412,000  ㅇ화장실개선사업 등 (X412,00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6,096,547 5,896,547 200,000

(X3,914,963) (X3,714,963) (X200,000)(농업ㆍ농촌)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6,096,547 5,896,547 200,000

(X3,914,963) (X3,714,963) (X20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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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  2007 20092008

시범·도매시장 원산지 표시율(%) 80 82 83.5

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건) 4,100 4,600 5,100

유통거래질서 확립 746,764 546,764 200,000

(X584,084) (X384,084) (X200,000)

단위 :

(일반회계)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 400,000 200,000 200,000

(X400,000) (X200,000) (X200,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000원 = 200,000  ㅇ전자경매시설 개보수비 (X200,000)

농업기술센터부서 : 3,370,512 3,369,019 1,493

(X80,278) (X78,785) (X1,493)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 1,488,151 1,486,658 1,493

(X80,278) (X78,785) (X1,493)(농업ㆍ농촌)

생활농업 활성화성과목표 : 1,488,151 1,486,658 1,493

(X80,278) (X78,785) (X1,493)

성과지표 :  2007 20092008

농업기술센터 교육생 만족도(%) 84 86 86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643,713 642,220 1,493

(X50,326) (X48,833) (X1,493)

단위 :

(일반회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농업전문인력 육성) 4,106 2,893 1,213

(X3,266) (X2,053) (X1,213)

(100-301-10) 행사실비보상금 1,213

1,213,000원 = 1,213  ㅇ후계농업인 교육비 (X1,213)

국가기반기술 보급사업 128,389 128,109 280

(X560) (X280) (X280)

(100-206-01) 재료비 280

280,000원 = 280  ㅇ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재료비 (X28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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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455,763,656 455,747,476 16,180

(X2,920,706) (X2,904,526) (X16,18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부서 : 438,783,427 438,767,247 16,180

(X2,920,706) (X2,904,526) (X16,180)

시민안전 재난교육 훈련의 강화정책 : 6,035,060 6,018,880 16,180

(X32,360) (X16,180) (X16,180)(재난방재ㆍ민방위)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성과목표 : 6,035,060 6,018,880 16,180

(X32,360) (X16,180) (X16,18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시민안전 재난교육·훈련의 강화 전년대비0.2%증가 전년대비0.2%증가 전년대비0.2%증가

시민안전체험관 이용활성화 158.7천명 162.2천명 162.5천명

재난교육 및 훈련 5,768,690 5,752,510 16,180

(X32,360) (X16,180) (X16,180)

단위 :

(일반회계)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강화 1,247,894 1,231,714 16,180

(X32,360) (X16,180) (X16,180)

(100-201-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000원 = 10,000  ㅇ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X10,000)

(100-301-10) 행사실비보상금 6,180

6,180,000원 = 6,180  ㅇ자원봉사자 여비 (X6,18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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