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회 간주 세입 산서



11 일반회계 14,457,128,526 422,56114,457,551,087

300 지방교부세 776,763,000 304,000777,067,000

310 지방교부세 776,763,000 304,000777,067,000

311 지방교부세 776,763,000 304,000777,067,000

01 지방교부세 776,763,000 304,000777,067,000

  ㅇ민원행정쇄신(생년월일 일치)사업 304,000,000원 304,000

500 보조금 1,001,278,988 118,5611,001,397,549

510 국고보조금등 1,001,278,988 118,5611,001,397,549

511 국고보조금등 1,001,278,988 118,5611,001,397,549

01 국고보조금 940,805,084 108,564940,913,648

  ㅇ아이돌보미사업 운영 227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227,000원 227

 ㅇ도시생태림조성사업 8,337

    · 향토수목식재(보조사업) 8,337,000원 8,337

 ㅇ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100,000

    · 화장실시설 개보수비 100,000,000원 100,000

03 기금 42,446,904 9,99742,456,901

  ㅇ건강증진담당관 9,997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직접) 9,997,000원 9,997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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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0,724,000 31,000,000661,724,000

100 의료급여기금 630,724,000 31,000,000661,724,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311,501,400 31,000,000342,501,400

131 국고보조금 311,501,400 31,000,000342,501,400

01 국고보조금 311,501,400 31,000,000342,501,400

  ㅇ의료급여사업(직접) 31,000,000

    · 의료급여 진료비 31,000,000,000원 31,000,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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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7회 간주처리 산서



여성가족정책관 926,047,642 926,037,418 10,224

(X178,243,707) (X178,233,483) (X10,224)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부서 : 54,540,550 54,540,323 227

(X9,999,091) (X9,998,864) (X227)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 및 건강한 가정 가꾸기정책 : 53,962,149 53,961,922 227

(X9,999,091) (X9,998,864) (X227)(보육ㆍ가족및여성)

출산·양육에 친화적 환경 조성성과목표 : 24,821,371 24,821,144 227

(X838,981) (X838,754) (X227)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아이돌보미 이용자 만족도 75% 77% 80%

아이돌보미 이용자 수 4,160명 18,960명 25,200명

저출산 대책 추진 24,821,371 24,821,144 227

(X838,981) (X838,754) (X227)

단위 :

(일반회계)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786,447 1,786,220 227

(X838,981) (X838,754) (X227)

(100-307-02) 민간경상보조 227

227,000원 = 227  ㅇ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X227)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부서 : 64,077,791 64,067,794 9,997

(X33,033,314) (X33,023,317) (X9,997)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63,981,907 63,971,910 9,997

(X33,033,314) (X33,023,317) (X9,997)(보건의료)

공공보건기능강화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성과목표 : 27,864,414 27,854,417 9,997

(X18,083,701) (X18,073,704) (X9,997)

성과지표 :  2007 20092008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가구 수 60,500가구 72,600가구 79,860가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방문건수 82,000건 90,200건 99,220건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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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27,864,414 27,854,417 9,997

(X18,083,701) (X18,073,704) (X9,997)

단위 :

(일반회계)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직접) 57,737 47,740 9,997

(X33,867) (X23,870) (X9,997)

(100-307-05) 민간위탁금 9,997

9,997,000원 = 9,997  ㅇ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X9,997)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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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2,118,279,562 2,117,975,562 304,000

(X830,787) (X830,787)

행정국 행정과부서 : 2,025,444,518 2,025,140,518 304,000

(X709,528) (X709,528)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정책 : 118,371,909 118,067,909 304,000

(X13,600) (X13,600)(일반행정)

시·자치구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성과목표 : 118,371,909 118,067,909 304,000

(X13,600) (X13,6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시·구정 간담회의 상정안건 및 건의사항 처리완료 
비율(%)

91 91 91

자치구 조정교부금 집행율(%) 100 100 100

자치구 인센티브 집행율(%) 95 95 95

시·자치구간 공동협력회의체 운영횟수 25 30 30

동 행정체계 개편 세부시행계획수립 자치구 수 12 13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1일 평균 이용인원(명) 2,000 3,000 4,000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118,371,909 118,067,909 304,000

(X13,600) (X13,600)

단위 :

(일반회계)

민원행정쇄신(생년월일 일치)사업 304,000 0 304,000

(100-201-01) 사무관리비 304,000

304,000,000원 = 304,000  ㅇ가족관계등록부정정 법률구조비용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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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799,219,442 799,211,105 8,337

(X10,019,946) (X10,011,609) (X8,337)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부서 : 32,754,855 32,746,518 8,337

(X7,625,770) (X7,617,433) (X8,337)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 32,518,082 32,509,745 8,337

(X7,625,770) (X7,617,433) (X8,337)(자연)

생태계 보전성과목표 : 15,100,572 15,092,235 8,337

(X5,805,770) (X5,797,433) (X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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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0,572 15,092,235 8,337

(X5,805,770) (X5,797,433) (X8,337)

단위 :

(일반회계)

도시생태림 조성 사업 1,308,337 1,300,000 8,337

(X58,337) (X50,000) (X8,337)

(100-401-04) 시설비 8,337

8,337,000원 = 8,337  ㅇ향토수목 식재(보조사업) (X8,337)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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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2,534,410,200 2,503,410,200 31,000,000

(X933,707,081) (X902,707,081) (X31,000,000)

복지국 복지정책과부서 : 1,590,766,073 1,559,766,073 31,000,000

(X660,747,288) (X629,747,288) (X31,00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 : 1,270,535,061 1,239,535,061 31,000,000

(X660,747,288) (X629,747,288) (X31,000,000)(취약계층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
장

성과목표 : 1,183,845,136 1,152,845,136 31,000,000

(X660,732,288) (X629,732,288) (X3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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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724,000 630,724,000 31,000,000

(X342,501,400) (X311,501,400) (X31,000,000)

단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직접) 652,724,000 621,724,000 31,000,000

(X338,001,400) (X307,001,400) (X31,000,000)

(208-307-05) 민간위탁금 31,000,000

31,000,000,000원 = 31,000,000  ㅇ의료급여 진료비 (X31,00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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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본부 404,691,950 404,591,950 100,000

(X23,640,877) (X23,540,877) (X100,000)

경쟁력강화본부 경제진흥관 생활경제담당관부서 : 28,593,418 28,493,418 100,000

(X16,695,014) (X16,595,014) (X100,00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5,996,547 5,896,547 100,000

(X3,814,963) (X3,714,963) (X100,000)(농업ㆍ농촌)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5,996,547 5,896,547 100,000

(X3,814,963) (X3,714,963) (X10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시범·도매시장 원산지 표시율(%) 80 82 83.5

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건) 4,100 4,600 5,100

유통거래질서 확립 646,764 546,764 100,000

(X484,084) (X384,084) (X100,000)

단위 :

(일반회계)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 300,000 200,000 100,000

(X300,000) (X200,000) (X100,00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000원 = 100,000  ㅇ화장실시설 개보수비 (X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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