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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회계 14,472,538,587 8,374,03114,480,912,618

500 보조금 1,016,385,049 8,374,0311,024,759,080

510 국고보조금등 1,016,385,049 8,374,0311,024,759,080

511 국고보조금등 1,016,385,049 8,374,0311,024,759,080

01 국고보조금 953,890,706 6,617,362960,508,068

 ㅇ 청소년담당관 24,800

    · 아동복지교사 권역센터 운영지원 24,800,000원 24,800

 ㅇ 보건정책담당관 70,545

    ·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50,000,000원 50,000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20,545,000원 20,545

 ㅇ 경제진흥관 생활경제담당관 358,000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8,000,000원 358,000

 ㅇ 저공해사업담당관 5,703,750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보조) 5,703,750,000원 5,703,750

 ㅇ 노인복지과 1,970

    ·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970,000원 1,970

 ㅇ 장애인복지과 375,875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보조) 333,924,000원 333,92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직접) 41,951,000원 41,951

 ㅇ 행정과 40,072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40,072,000원 40,072

 ㅇ 하천관리과 42,350

    · 풍수해 피해복구사업 42,350,000원 42,35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9,363,000 125,00019,488,000

 ㅇ 도시계획과 125,000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125,000,000원 125,000

03 기금 43,131,343 1,631,66944,763,012

 ㅇ 여성정책담당관 136,557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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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136,557,000원 136,557

 ㅇ 보건정책담당관 34,100

    · 에이즈환자 진료비 34,100,000원 34,100

 ㅇ 건강증진담당관 695,512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51,912,000원 351,912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지원) 5,000,000원 5,000

    · 신생아출생 정보등록 사업 10,000,000원 10,000

    · 의치보철(부분, 전부 의치) 328,600,000원 328,600

 ㅇ 관광진흥담당관 129,500

    · 서울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 129,500,000원 129,500

 ㅇ 노인복지과 636,000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36,000,000원 636,000

( 단위 : 천원 )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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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통사업특별회계 1,163,646,587 8,355,0001,172,001,587

100 교통관리계정 918,616,061 8,355,000926,971,061

130 보조금및교부세 25,848,000 8,355,00034,203,000

131 국고보조금 25,848,000 8,355,00034,203,000

01 국고보조금 13,150,000 5,390,00018,540,000

 ㅇ 운수물류담당관 400,000

    · 화물차 감차보상 400,000,000원 400,000

 ㅇ 도로교통시설담당관 4,990,000

    · 교통신호등(LED) 개량 4,990,000,000원 4,990,000

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698,000 2,965,00015,663,000

 ㅇ 도로교통시설담당관 2,965,000

    ·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2,965,000,000원 2,965,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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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1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90,000,000 400,000290,400,000

100 도시재정비사업 290,000,000 400,000290,400,000

130 보조금및교부세 0 400,000400,000

131 국고보조금 0 400,000400,000

01 국고보조금 0 400,000400,000

 ㅇ 뉴타운사업3담당관 400,000

    · 재정비촉진시범사업(창신,숭인지구) 400,000,000원 400,000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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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10회 간주처리 산서



여성가족정책관 927,560,798 926,599,284 961,514

(X179,756,863) (X178,795,349) (X961,514)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부서 : 36,601,064 36,464,507 136,557

(X7,165,136) (X7,028,579) (X136,557)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정책 : 30,483,968 30,347,411 136,557

(X7,165,136) (X7,028,579) (X136,557)(보육·가족및여성)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성과목표 : 16,627,372 16,490,815 136,557

(X7,144,636) (X7,008,079) (X13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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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1,522 15,514,965 136,557

(X7,144,636) (X7,008,079) (X136,557)

단위 :

(일반회계)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 1,502,144 1,365,587 136,557

(X1,502,144) (X1,365,587) (X136,557)

(100-307-02) 민간경상보조 136,557

136,557,000원 = 136,557  ㅇ막달레나의집외2개소 (X136,557)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부서 : 119,275,719 119,250,919 24,800

(X13,685,944) (X13,661,144) (X24,800)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정책 : 117,329,994 117,305,194 24,800

(X13,685,944) (X13,661,144) (X24,800)(노인·청소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성과목표 : 73,257,043 73,232,243 24,800

(X6,612,945) (X6,588,145) (X24,8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확충·운영 180개소 200개소 220개소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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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친화적 공동생활가정 확충·운영 29개소 40개소 50개소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73,257,043 73,232,243 24,800

(X6,612,945) (X6,588,145) (X24,800)

단위 :

(일반회계)

아동복지교사 권역센터 운영지원 270,400 245,600 24,800

(X270,400) (X245,600) (X24,8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24,800

24,800,000원 = 24,800  ㅇ아동복지교사 권역센터 운영비 (X24,80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부서 : 232,951,171 232,846,526 104,645

(X9,513,834) (X9,409,189) (X104,645)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정책 : 232,368,336 232,263,691 104,645

(X9,513,834) (X9,409,189) (X104,645)(보건의료)

시립병원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
비스 체계 강화

성과목표 : 188,956,684 188,906,684 50,000

(X50,000) (X5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시립병원 확충 병상수 4,012병상 4,274병상 4,274병상

시립병원 이용인원 2,014천명 2,111천명 2,118천명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84,678,724 84,628,724 50,000

(X50,000) (X50,0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3,317,000 13,267,000 50,000

(X50,000) (X50,000)

(100-307-02) 민간경상보조 50,000

50,000,000원 = 50,000  ㅇ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X50,000)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보호성과목표 : 11,626,727 11,572,082 54,645

(X6,038,133) (X5,983,488) (X54,645)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예방접종율 70% 75% 80%

전염병 보균검사 검진율 90% 92% 94%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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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11,626,727 11,572,082 54,645

(X6,038,133) (X5,983,488) (X54,645)

단위 :

(일반회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3,267,545 3,247,000 20,545

(X2,293,445) (X2,272,900) (X20,545)

(100-307-01) 의료및구료비 20,545

20,545,000원 = 20,545  ㅇ외국인근로자입원 및 수술비 (X20,545)

에이즈환자 진료비 1,442,734 1,408,634 34,100

(X738,417) (X704,317) (X34,1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4,100

34,100,000원 = 34,100  ㅇ에이즈감염인 진료비 (X34,100)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담당관부서 : 65,088,588 64,393,076 695,512

(X34,044,111) (X33,348,599) (X695,512)

시민건강수준 향상정책 : 64,992,704 64,297,192 695,512

(X34,044,111) (X33,348,599) (X695,512)(보건의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수
요 충족

성과목표 : 24,947,852 24,257,340 690,512

(X9,290,512) (X8,600,000) (X690,512)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지역치매지원센터 설치 수 4개소 11개소 18개소

조기치매 검진자 수 11,000명 26,000명 40,000명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24,947,852 24,257,340 690,512

(X9,290,512) (X8,600,000) (X690,512)

단위 :

(일반회계)

의치보철(부분, 전부 의치) 1,952,725 1,624,125 328,600

(X1,411,350) (X1,082,750) (X328,6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28,600

328,600,000원 = 328,600  ㅇ의치보철(부분,전부의치)사업 (X328,60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898,792 1,546,880 351,912

(X1,235,843) (X883,931) (X351,912)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51,912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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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12,000원 = 351,912  ㅇ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X351,912)

신생아출생 정보등록 사업 10,000 0 10,000

(X10,000) (X10,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

10,000,000원 = 10,000  ㅇ신생아출생 정보등록사업 (X10,000)

공공보건기능강화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성과목표 : 28,073,224 28,068,224 5,000

(X18,292,511) (X18,287,511) (X5,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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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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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28,073,224 28,068,224 5,000

(X18,292,511) (X18,287,511) (X5,000)

단위 :

(일반회계)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지원) 4,446,518 4,441,518 5,000

(X2,966,012) (X2,961,012) (X5,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

5,000,000원 = 5,000  ㅇ방문건강관리 시상금 (X5,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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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2,118,319,634 2,118,279,562 40,072

(X870,859) (X830,787) (X40,072)

행정국 행정과부서 : 2,025,484,590 2,025,444,518 40,072

(X749,600) (X709,528) (X40,072)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정책 : 5,138,568 5,098,496 40,072

(X736,000) (X695,928) (X40,072)(일반행정)

시민참여 활성화성과목표 : 5,138,568 5,098,496 40,072

(X736,000) (X695,928) (X4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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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8,568 5,098,496 40,072

(X736,000) (X695,928) (X40,072)

단위 :

(일반회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40,072 0 40,072

(X40,072) (X40,072)

(100-201-01) 사무관리비 301

301,000원 = 301  ㅇ사무용품구입비 (X301)

(100-201-02) 공공운영비 71

71,000원 = 71  ㅇ우편요금발송 등 (X71)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9,700

39,700,000원 = 39,700  ㅇ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X39,7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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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국 672,801,381 672,759,031 42,350

(X1,779,182) (X1,736,832) (X42,350)

물관리국 하천관리과부서 : 159,029,027 158,986,677 42,350

(X1,759,182) (X1,716,832) (X42,350)

치수 및 하천 관리정책 : 84,025,102 83,982,752 42,350

(X1,759,182) (X1,716,832) (X42,350)(수자원)

폭우에도 강한 수방체계 구축성과목표 : 11,414,422 11,372,072 42,350

(X1,759,182) (X1,716,832) (X42,35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수전설비 이중화 설치개소수 10개소 10개소 10개소

빗물 저류시설 설치개소수(누계) 2개소    (8) 2개소   (10) 3개소   (13)

수방대책 사업 11,414,422 11,372,072 42,350

(X1,759,182) (X1,716,832) (X42,350)

단위 :

(일반회계)

풍수해 피해복구사업 42,350 0 42,350

(X42,350) (X42,35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2,350

42,350,000원 = 42,350  ㅇ풍수해피해복구지원 (X42,35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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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528,495,429 528,370,429 125,000

(X375,000) (X250,000) (X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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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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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본부 3,177,985,427 3,169,630,427 8,355,000

(X124,346,000) (X115,991,000) (X8,355,000)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부서 : 377,211,247 376,811,247 400,000

(X400,000) (X400,000)

제도 및 운영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도시물류체계 개선

정책 : 377,157,170 376,757,170 400,000

(X400,000) (X400,000)(대중교통·물류등기타)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성과목표 : 377,157,170 376,757,170 400,000

(X400,000) (X40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택시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20 50 75

브랜드택시 콜 수행실적(콜수/대·일) 1.0 2.0 3.0

업무택시제 참여 업체수(개) 700 900 1,100

택시서비스 종합만족도(점) 68 69 70

택시 1일 수송인구(천명) 2,100 2,300 2,500

물류교통체계개선 623,250 223,250 400,000

(X400,000) (X400,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화물차 감차보상 400,000 0 400,000

(X400,000) (X400,000)

(202-201-01) 사무관리비 10,000

10,000,000원 = 10,000  ㅇ감차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X10,000)

(202-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90,000

390,000,000원 = 390,000  ㅇ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보상 (X390,000)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시설담당관부서 : 67,103,170 59,148,170 7,955,000

(X8,155,000) (X200,000) (X7,955,000)

세계도시 수준의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정책 : 66,990,641 59,035,641 7,955,000

(X8,155,000) (X200,000) (X7,955,000)(대중교통·물류등기타)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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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성과목표 : 66,990,641 59,035,641 7,955,000

(X8,155,000) (X200,000) (X7,955,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중앙버스전용차로 운행버스의 도착시간 편차 3분 2분30초 2분

BIS 만족도(%) 82 85 88

BIS 설치 정류소(개소) 70 100 100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78.7 86.0 117.6

불합리한 교통신호 등 개선(건) 15,396 15,704

표준제어기 개량(개소) 150 150 250

버스서비스 이용제고 30,292,926 27,327,926 2,965,000

(X2,965,000) (X2,965,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2,965,000 0 2,965,000

(X2,965,000) (X2,965,000)

(202-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 2,965,000

2,965,000,000원 = 2,965,000  ㅇ천호~하남 BRT (X2,965,000)

교통안전시설물관리 36,697,715 31,707,715 4,990,000

(X5,190,000) (X200,000) (X4,990,000)

단위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신호등(LED) 개량 5,276,000 286,000 4,990,000

(X5,190,000) (X200,000) (X4,990,000)

(202-401-04) 시설비 4,990,000

4,990,000,000원 = 4,990,000  ㅇ교통신호등(LED) 개량 (X4,99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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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본부 577,787,923 572,084,173 5,703,750

(X102,949,793) (X97,246,043) (X5,703,750)

맑은환경본부 저공해사업담당관부서 : 195,801,748 190,097,998 5,703,750

(X95,117,250) (X89,413,500) (X5,703,750)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차량 보급정책 : 177,990,624 172,286,874 5,703,750

(X88,617,250) (X82,913,500) (X5,703,750)(대기)

저공해차량 이용ㆍ보급 확대성과목표 : 61,436,504 55,732,754 5,703,750

(X30,487,250) (X24,783,500) (X5,7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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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36,504 55,732,754 5,703,750

(X30,487,250) (X24,783,500) (X5,703,750)

단위 :

(일반회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보조) 42,876,750 37,173,000 5,703,750

(X24,290,250) (X18,586,500) (X5,703,750)

(100-402-01) 민간자본보조 5,703,750

5,703,750,000원 = 5,703,750  ㅇ천연가스자동차 구입 (X5,703,75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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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2,541,955,271 2,540,941,426 1,013,845

(X941,252,152) (X940,238,307) (X1,013,845)

복지국 노인복지과부서 : 519,282,500 518,644,530 637,970

(X184,457,808) (X183,819,838) (X637,970)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정책 : 518,849,653 518,211,683 637,970

(X184,457,808) (X183,819,838) (X637,970)(노인·청소년)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 수준향상성과목표 : 458,775,881 458,137,911 637,970

(X184,457,808) (X183,819,838) (X63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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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지원강화 62,130,833 61,494,833 636,000

(X10,820,037) (X10,184,037) (X636,000)

단위 :

(일반회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3,215,767 22,579,767 636,000

(X10,586,391) (X9,950,391) (X636,000)

(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36,000

636,000,000원 = 636,000  ㅇ서대문노인전문요양원 건립지원 (X636,000)

독거·재가노인 종합서비스 확대 26,736,140 26,734,170 1,970

(X6,599,554) (X6,597,584) (X1,970)

단위 :

(일반회계)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02,570 200,600 1,970

(X102,270) (X100,300) (X1,970)

(100-307-05) 민간위탁금 1,970

1,970,000원 = 1,970  ㅇ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X1,970)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부서 : 310,878,147 310,502,272 375,875

(X57,329,370) (X56,953,495) (X375,875)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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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정책 : 310,640,482 310,264,607 375,875

(X57,329,370) (X56,953,495) (X375,875)(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으로 자
립생활 기반조성

성과목표 : 271,443,200 271,067,325 375,875

(X55,080,165) (X54,704,290) (X375,875)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수 12,000명 18,000명 19,800명

장애인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연 이용장애인 수 552명 2,428명 2,671명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16,919,491 16,543,616 375,875

(X3,611,242) (X3,235,367) (X375,875)

단위 :

(일반회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보조) 4,927,924 4,594,000 333,924

(X2,490,924) (X2,157,000) (X333,924)

(100-402-01) 민간자본보조 333,924

333,924,000원 = 333,924  ㅇ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X333,9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직접) 1,476,555 1,434,604 41,951

(X759,253) (X717,302) (X41,951)

(100-402-01) 민간자본보조 41,951

41,951,000원 = 41,951  ㅇ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X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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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균형발전본부 686,810,654 686,410,654 400,000

(X400,000) (X400,000)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부서 : 2,803,623 2,403,623 400,000

(X400,000) (X400,000)

뉴타운3정책 : 2,750,000 2,350,000 400,000

(X400,000) (X400,000)(지역및도시)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성과목표 : 2,750,000 2,350,000 400,000

(X400,000) (X400,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시범 뉴타운사업 추진율 60 80 91.7

2차 뉴타운 추진율 67 69 74

3차 뉴타운사업 추진율 30 40 50

뉴타운사업 2,750,000 2,350,000 400,000

(X400,000) (X400,000)

단위 :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정비촉진시범사업(창신,숭인지구) 400,000 0 400,000

(X400,000) (X400,000)

(211-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400,000

400,000,000원 = 400,000  ㅇ창신숭인재정비촉진시범사업 (X400,0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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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본부 408,397,131 407,909,631 487,500

(X27,346,058) (X26,858,558) (X487,500)

경쟁력강화본부 관광진흥담당관부서 : 31,971,910 31,842,410 129,500

(X231,500) (X102,000) (X129,500)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정책 : 15,717,020 15,587,520 129,500

(X161,500) (X32,000) (X129,500)(관광)

매력있는 서울형 관광 상품 개발성과목표 : 622,375 492,875 129,500

(X161,500) (X32,000) (X129,5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서울형 관광상품 개발수(개) 3 4 5

관광코스 개발·운영수(코스) 39 40 42

관광기념상품 개발 622,375 492,875 129,500

(X161,500) (X32,000) (X129,500)

단위 :

(일반회계)

서울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지원 193,500 64,000 129,500

(X161,500) (X32,000) (X129,500)

(100-307-05) 민간위탁금 129,500

129,500,000원 = 129,500  ㅇ입상작 상품개발 생산장려금 (X129,500)

경쟁력강화본부 경제진흥관 생활경제담당관부서 : 32,144,099 31,786,099 358,000

(X20,245,695) (X19,887,695) (X358,000)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정책 : 7,646,601 7,288,601 358,000

(X5,465,017) (X5,107,017) (X358,000)(농업·농촌)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성과목표 : 7,646,601 7,288,601 358,000

(X5,465,017) (X5,107,017) (X358,000)

성과지표 :  2007 20092008

시범·도매시장 원산지 표시율(%) 80 82 83.5

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건) 4,100 4,600 5,100

(단위 : 천원)기정예산액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예 산 액부서·정책·성과·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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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육성 지원 5,756,377 5,398,377 358,000

(X4,781,094) (X4,423,094) (X358,000)

단위 :

(일반회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848,000 490,000 358,000

(X603,000) (X245,000) (X358,000)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358,000

358,000,000원 = 358,000  ㅇ유기질비료지원 (X3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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